현대러시아어 양상소사 {Mod떠 Partic1e} Bellb와 :&e
-그 메 타포적 다의 성
의미적

(Metaphoric Polysemy) 과
불변 체 (Semantic Invariants)*

송 은 지**

1. 서론
원어민의 직관적 사용과 발화맥락에 의존하며 번역이 때로는 불가능한 언
어요소 가운데 하나가 소사 (Particle， l!acT때a) 라 할 것이다1) 러시아어의 소사
연구에서 가장 힘든 점은 소사가 대개 여러 의미를 가졌다는 점과 서로 형태
가 다른 소사들 사이에 의미적 중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같은 소사의 다
의 성 (Polysemy) 과 소사들 간의
어휘적

의

동의 성 (Synonymy) 에

의미가 부재함은 이 요소가 문장의

명제적

더 하여

소사에

확고한

진리값 (truth value) 에 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적 불변체 (semantic invariant) 를

찾기 힘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지만 신비한 언어요소는 담화상에
서 화자의 의도나

태도， 정서， 지식， 추론 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며 그것이

속한 담화를 해석하는 메타코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Gumperz (1 982) 가 말하
는 ‘맥락화 단서 (Contexualization Cues) ’2) 를 제공한다，3)

*

이 논문은 때3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없F 때'3-003-hα)239).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소사 전반의 연구동향과 담화기능에 관해서는 졸고(송은지 2003) 를 참조하라.

2)

‘맥락화 단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at

is , constellations of surface features of
message form are the means by which speakers signal and listeners interpret
what the activity is, how semantic content is to be understood and how each
sentence related to what precedes or follows. These features are referred to as
context띠lization cues( 이 탤 릭- 필자). For the most part they are habitually used
and perceived but rarely consciously noted and almost never talke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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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어 의

여 러 소사들 가운 데 특히

양상소사 (Modal Particle) Bellb 와 lKe

(혹은 축약형 lK)는 ‘논쟁적 (argumentative) ’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는다는 점에
서 거의 동의어로 취급되어 왔다. 기존의 이들 소사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전
자가 잘 알려진 사실이란 가정 아래 청자의 동의를 기대하며 보다 공손하게
사용되는 반면， 후자는 청자의 반대를 예상하면서 논쟁적으로 반박하는 다소
‘공격적’인 어조의 발화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 두 소사의 차

이는 단지 양적인 차이， 즉 논쟁성과 단언성의 강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
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각 소사의 다의성에 주목하
여 그것의 메타포적 의미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적 불변체를 수렴하여 두
소사간의 의미적 변별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기존의 이들 소사
에 관한 연구 및 러시아어 소사의 일반적 연구방법론이 대부분 국부적인 맥
락적

변이의미틀을 기술하고 이들을 소사의 본질적 의미로 환원하여 하나의

소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를 수평적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과 대조적이다
(아래 참조).

기존의 고전적 연구서들은 대부분 논쟁적 의미의 Bellb 와 lKe 를 화자의 주관

적 평가와 태도가 나타나는， 즉 문장 전체를 그 기능적 범위로 삼는 양상소사
혹은 강조소사 (YOlJUneJlbHble qaC TlU.\bl) 로 규정하며， 그 의미적

의

강도나

1972).

예의바름의

유무로

구별하여

왔다 (Vinogradov

차이를 논쟁성

1972, Vasilyeva

즉， 두 소사 모두 화자의 논거를 제시하거나 주장을 단언하는데 사용되

지만 Bellb 가 lKe 에

비해

부드럽고 공손한 어감을 동반한다는 사실과 후자의

범주적 단언성 (categorical assertion) 과 강한 논쟁성， 공격성이
주된 변별성이라 여겨져 왔다 (Vasilyeva

이 두 소사의

1972 등).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서

구 혹은 러시아에서 나온 소사 연구는 이전 소비에트 언어학의 주된 특징인

directly. Therefore they must be studied in process and in context rather than
in abstract(Gumperz 1982:13 1). 맥락화단서의 언어적 실현의 예로서 Gumperz가
언급하는 것은 코드， 방언(혹은 특수한 통용어)， 문체적 전환， 억양이나 강세， 어휘
적， 통사적 선택， 의레적 표현， 대화의 서두， 말미 등으로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층

위에서 이루어진다.

3)

소사가 신호하는 담화나 텍스트 해석의 단서를 청자나 독자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실수 (social

faux pas) Y-

텍스트 해석의 불완전성

은 소사가 평소 정상적인 소통에서 수행하는 함축적 의미기능에 대해 충분히 인정
하기 힘들게 한다. 즉， 소사는 그 폰재의미를 그 부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아
이러니를 보여주는 언어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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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b와 J: e

기술적 (descriptive) 관심과 문체적인 특징 규정에서 진일보하여

소사들이 표

지하는 정보적 위상 Gnfonnational status) 을 다루거나 발화참여자들의 상호작

용에 주목한 화용적 의사소통 인지모델을 이용한 분석， 즉， 화자의 청자의 지
식상태에 대한 추론을 기반으로 하여 두 소사의 변별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örneX TllH

1994 , Parrot 1997, Zaitseva 1999 , McCoy 2001).

추론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사소통 인지모델은 이전의 고전적 정의， 즉 Bellb 에 전제
된 청자의 동의성에 대한 가정과 *e 에 전제된 이의성에
로

대한 가정을 기준으

두 소사를 지식 추론 과정의 차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물론 기존의 기술적， 문체적， 직관적 설명이나 접근보다 이론적으로 견고하고，
화자-청자의

인지， 추론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들 소사의

보다 근본적인 담

화， 인지 기능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두 소사의 근원적 차

이와 각 소사의 다의성에 내재된 메타포적 원리와 의미적 불변성에는 주목하
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 문장 내에서의 이 두 소사의 빈번한 결합에 대해

서는 단지 동의어적 소사의 잉여적 사용 혹은 의미적 강조라는 문체적 해석
에

의존하거나， 청자의

행동과 믿음(지식)의 불일치로 인한 모순적 사용이라

는 임기응변적 해석을 부여하거나 혹은 절충적 해석을 내리는 문제점이 있다
(아래 참조).

논쟁성의 강， 약에 의한 설명이나 공손함의 유무에 의한 설명 등 고전적인
기술적 접근은 모두 이 두 소사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 근원적 ‘원인 (npW.lIlHa) ’
을 설병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차이에서

파생되는 ‘징후 (npH3Ha I<)’를 기술한

다고 할 수

맥락의존적，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있다 .4) 소사의

다의성을 단지

연구들은 하나의 소사가 가진 이질적 의미나 기능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하나의 언어요소가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최

대한 미세하게 분류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에 의한 두 소사의 근본적 변별성에

4)

이 두 개념의 구분은

Mustajoki

& Heino(l99ll 에서

나온 것으로 부정문에서의 격

선택(대격 vs. 생격)의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소사의 기술적
접근이 빠질 수 있는 오류， 즉 증후를 원인으로 착각하는 오류에도 적용할 수 있
다. ‘X변 Y 이다’란 함축에서 X는 Y의 실제 원인으로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증후로서

단지

상호적

연관관계 korrelative relationship) 를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후자를 전자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가령 소사 Se}]b를 논쟁적 의미나 원

인， 끈거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기존의 기술적 접근(가령 Vasilyeva 1972) 은 증후를
원인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이 소사의 논쟁적 의미는
상호적 연관에 의한 맥락적 의미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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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명력이 결여되어

있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추론적 지식에 의거한 인

지적 접근은 두 소사의 의미적 변별성의 ‘원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이들에

대해 같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상호배타적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그 근원적 차별

성과 함께 공존가능성， 화해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펼자는 이
두 소사의 의미적， 화용적 변별성을 이들 소사의 다양한 의미， 화용적 기능 사이

에 존재하는 메타포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Sweetser( 1990)

등에서 보여주는 다의성에 대한 접근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며， 나아가 메타
포적 의미확장 원리가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적용됨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
다 .5)

2.

본론

소사 Bellb 와 lI<e 는 대화체 발화장르에서 무표적으로 나타난다. 실제

대화나

대화를 모방한 담화나 자신과의 대화식 독백 등 서사체 (Narrative) 담화보다는
실제 혹은 암묵적으로 청자의 존재가 현저한 발화상황， 즉 화자 청자의 상호
작용이 나타나는 맥락이 이들 소사 출현의 무표적 맥락을 형성한다. 소사

lI<

e

는 ‘논쟁성’， ‘반박불가능성’， ‘범주적 단언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자가 청자
의 지식세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이는 이 둘의 관계가 가까워야 함을 전제하

거나 화자가 청자에게 그같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관계란 점을 함의한다. 이
소사는 이처럼 다소의 무례함과 단도직입적 어감

점에서 화자 청자간의

공격성을 동반할 수 있다는

친근한 관계를 전제한다. 반면

화자 청자의 관계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서적

Bellb 는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좀 더 사회적

으로 용인되기에， 중립적 발화에서 lI<e 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 소
사는 논쟁성은 약화되고 좀 더

예의바른 어감을 지니지만 그것이 포함된 명

제가 화자-청자간의 이미 공인된 사실임을 전제하기에 실제 청자에 의한 반
박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즉

‘논쟁성’과 ‘사실성’이란 두 자질이 lI<e 와

Bellb 에 각각 특징적인 자질이라 할 것이다. 두 소사의 이같은 이론적 차이에

5)

본 연구의 코퍼스 (Corpus) 로서 http://www.lib.ru 의 다음과 같은 전자텍스트를 이

용하였다 M. 30 Il\ eHKO , A. TI.
편， J1.

H.

l.j exoB ,

B. illyKWHH 의 단편모음집 (PaCCKa3 비)과 세 편의 장

TO JlCTOfl 의 써 HHa KapeHHHa>> , φ. M. llOCToeBCKH fI의 <<TIpecTyn Jl eHHe H HaKa-

3aHHe>> , M. 5yJl raKOB 의 〈써aCTep H MaprapHTa>>.

현대러시아어 양상소사 (Modal Particlel Be ,ll b 2!- J: e

243

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의 의미적， 화용적 유사성은 현저한 의미적 차이 없

이 상호대치가 가능한 맥락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Be，llb 와 :l<e 가
다음과 같은 맥락적 최소대립쌍 (minimal pair) 에 나타나는 예문을 보라.

(1) fleHHH BCTan H nomên K 1l0MY. A C fleHHHhlM 5hlfla ero ceCTpa. BOT ceCTpa
H

rOBopHT ne4HHKy 5eHllepHHy:
3a4eM B퍼 TaK rpy50 KpH4HTe? Be ,ll b 3TO fleHHH , npecellaTenb COBeTa Ha-

pOIlHhlX KOMHccapoB
5eHIlepHH

Hcnyranc~

H HH4ero He CKa3aB , n05e :l< an 1l0MOH.
(30meHKO , <<fleHHH H ne4HHK>>)

레난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레난과 함께 그의 누이가 있었다. 누이는
난로공 벤데린에게 말하기를 “왜 그렇게 거칠게 소리치는가? 그분이 인민위
원협의회장이신 레년이시잖아” 벤데린은 놀라 아무말도 않고 집으로 뛰어가
기 시작했다
(조센코레년과 난로공 J)

(2)

B 3TOT MOMeHT nOllomên K Il Bep~M CMonbHoro OIlHH KaKOH-TO 4enOBeK ,

1l0n:l< HO 5hlTb , H3 cny:l< amHX. H BH~ ， 4TO 4aCOBOH He nponycKaeT fleHHHa , B03
MYTHnc~

H KpHKHyn.

3TO ae fleHHH! nponycTHTe!
fl05aHOB THXO OTBeTHn 3TOMy 4enoBeKy:
-- 5e3 nponycKa ~ 3aTpyIlH~~Cb nponycTHTb. ~o 3Toro pa3a ~ eme He HMen
c4acTb~

BHlleTb TOBapHma fleHHHa. H BIl05aBOK H Bac He 3Ha~ H Ila:l< e He no-

CMOTpen eme Bamero 1l0KyMeHTa.
(30meHKO , <<끼eHHH H 4aCOBO꺼>> )

이 순간， 스몰니 문을 향해 필시 근무자인 사람들 가운데 어 떤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보초병이 레닌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을 보고는 놀라 소리쳤
다 “이분은 레년이시네! 들여보내시오!" 로바노프는 조용히 이 사람에게 대

답하였다. “통행증 없이 들여보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전까지 전 레년 동
지를 만나볼 행운이 없었고， 당신도 알지 옷할뿐더러 아직 당신 신분증도 보
지 못했소
(조센코레닌과 보초병 J)

위의 두 예문은 거의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면서 각기 다른 소사를 사용한
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둘 다 레닌을 몰라본 난로공과 보초병에게 레닌의

가족이나 측근이 경고하는 장면이다. 두 예문의 상황적 차이를 보자면，(1)이
이미 레닌이 집으로 사라지는 장면 뒤에 나오는 책망하는 어조의 발화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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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는 레닌을 옆에 두고 당장 그를 입장시키기 위해서 나온 대사란 점에
있다. 이 두 예문에서 단언적 주장의 강도는 :te 에서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데
전자에서 화자는 우회적으로 의문문의 형식을 벌어

청자를 책망하고 레닌의

신분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만， 후자의 경우 화자는 소리치면서 명령을 한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 즉 :te 가 포함된 발화는 그 어조가 강압적

이지만， 청자의 반응 역시 더욱 저항적으로 나타난다.(1)에서 난로공은 레닌
의 신원에

대한 발화에 수긍하고 자신의 설수에 대해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만， (2) 에서 보초병은 자신의

원칙적

행동을 고수하면서

않는다. 결국 위의 두 예문은 두 소사에 관한 기존의

레닌을 입장시키지

일반적 관찰， 즉 Bellb 가

화자가 청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에 반해， :te 는 화자가 청자와 다른 의견을 갖
고 청자의 잘못된 추론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주장에 부합된다. 다시

말해， Bellb 는 화자와 청자의 공유부분， :te 는 그 차이에 초점을 둔다고 하겠다.
또한 Bellb 가 청자의 현안 관심사가 아닌 정보를 환기시킨다면， :te 는 비록 화
자의

주장과 모순되지만

(reference

청자의

현안

point) 으로 삼는다는 기존의

관심사에
주장

역시

속한
위의

어떤

정보를 준거점

예문에서

확인된다

(아래 참조). 예문 (1)에서 화자는 레닌이 집으로 간 후， 즉 발화상황에 부재
할 때 그의 신분을 밝히면서 소사 Bellb 를 사용하는 반면， (2) 의 경우 레닌이
발화상황에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에서 :te 가 나타나기에 후자의

경

우 청자의 현안 관심사에 레닌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두 소사를 동일한 차원에서 논쟁성의 강약이나 예의바름의 정도， 화자의 추
론에 근거한 발화자들 사이의 의견의

일치와 충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기존

의 연구는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대
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다음 예를 보

라.

(3) KaHaBKHH caM H nOH~n，

qTO Harpy6Hn H npomTpa~Hnc~ ， H nOBeCHn CBOI。

xoxnaTylO ronoBy.
-- neHbrH ,

--

npOllon:tan apTHCT ,

UHanbHWx CyXHX H xopomo

--

oxpaH~eM비x

1l0n:K HW xpaHHTbC~ B roc6aHKe , B cne
nOMemeHH~X ，

a OTH lO llb He B TeTKHHOM

norpe6e , rlle HX MoryT , B qaCTHOCTH , nonopTHTb KpWCW! npaBo , CT뻐IlHO ， KaHaBI이m!
Bellb BW ze

B3pocm깨

qenOBeK.
(5ynraKoB , <<MaCTep H MaprapHTa>>)

카나프킨은 무례했고 과실을 저지른 것을 스스로 알고는 자신의 더부룩한

현 대 러 시 아어 양상소사 (Modal

Particle)

Be.llb 와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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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숙였다.
“돈이란

그 배우는 계속 말했다

국립은행에， 특히 건조하고 잘 보

-

존된 방에 보관해야 하지， 숙모의 지하 저장소에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되지
요. 거기엔 특히 쥐들이 돈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 카나프킨씨， 창피한 일이

요! 당신은 성인이지 않소
(불가코프거장과 마르가리타~)

위의

예문에서 Bellb 와 )((e 의 공존은 담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소사의 결합으

로서 이는 화자의

청자의 지식상태에

대한 추론적 지식에 기초한 설명으로는

분명 모순된 소사의 사용이다. 또한 비슷한 의미

화용적 기능의 소사가 의미

적 강화를 위해 중첩되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자면 소사의 잉여적 사용임이
분명 하다. Bellb 가 단독으로 사용된 발화보다는 좀 더 논쟁 적 이 고 )((e 가 단독으

로 쓰인 발화보다는 부드럽다는 설명 역시 이 두 소사의 결합을 단지 문체적
측면에서 절충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것이다 (Parrot

1997).

더욱이 두 소사

의 상대적 위치의 제한성은 두 소사가 작용하논 범위와 의미적 차이를 파악
하지 못할 때， 단지 자의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필자는 이 두 소사의 피상적 의미와 화용적 기능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의미， 화용적 기능에 근원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어원(Etyrnology)
혹은 의미， 화용적 기능의 메타포적 전이나 확대를 통해 밝혀보려 한다. 어원적
특성과 메타포적 다의성의 상관관계 혹은 다의성에 숨어있는 메타포적 의미확
장의

문제는 언어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Sweetser

그 어원과 양상소사적 의미기능의 상관관계에서

원과 화행적 차원사이의

연관성에서

)((e 의

1990) ,

BelIb 의

경우

경우 텍스트조직의 차

메타포적 원리에 의한 의미확대가 나타

난다. 이같은 접근은 각 소사의 다양한 의미기능 간에 존재하는 어떤 공통분
모를 파악 가능하게 하며

결국 언어의 본질과 사용에 내재된 메타포적

인지

원리의 근원성을 보여줄 것이다.

2. 1.

기존의 연구

우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기존 연구에서의 두 소사의 기능적 변별성에 대한
논의 를 살펴 보도록 하자.

Bellb 혹은 )((e( 혹은 또 다른 소사나 소사들)에 대 한

비교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Vasilyeva(972) ,

Yokoyama(1986) 를

계승한 Paπot(997) 과 Zaitseva(999) , DHTex깨H(994) ， McCoy(200 1) 등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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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만하다.

Vasilyeva(972) 는 전형적인 참고문법서의 나열식 기술을 하고 ‘원인’보다는
‘징후’에

민감하게

하나의

소사에

나타나는 여러

없이 수평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들을 아무런

연관관계

한계를 지닌다. 풍부한 예문과 섬세

한 의미적 차이에 근거한 철저한 분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
할 수 있지만 소사의 다양한 의미들에 대한 불변체를 찾는 시도나 소사들 사
이의 변별성을 파악하는 일관된 기준이 부재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사
와 )j(e 에 관해서는 논쟁적 의미의

Be ,ll b

양상소사적 측면에 관한 한 전자의 ‘이의제

기불가능성’과 후자의 ‘범주적 단언성’이란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변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정도로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다. 다만 )j(e 는 논쟁적 의미 이

외에 정서적， 의미적 강조가 나타나는 단어의 뒤를 따라오는 경우， 즉 도치된
평언을 호스트로 하는 경우， 혹은 명령형을 뒤따르는 강조의 )j(e 는 Be，llb로 대
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Vasilyeva

1972:76-79)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소사

가 그 양상적 의미기능이 작용하는 범위에

)j(

e

있어 Be ，llb 의 그것과 비교하여 국

부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아래 참조) ,
Be，llb 와 )j(e 의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Parrot(997) 으로서 그
녀의

연구는 Yokoyama(1986) 의

상호적

의사소통모델인

TDM(Transactional

Discourse Modell 을 사용하여 화자의 청 자의 지 식 에 대 한 추론 양상이 소사
에 따라 다므게 나타난다는 점 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Yokoyama(986) 의
구를 먼저

살펴보면， 이

연구는 러시아어

어순에

연

대한 보편적인 상호작용적

인지모벨을 제공하려는 시도로서 화자， 청자의 지식집합과 현안 관심사 집합
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 역동적인 지식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써 어순
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소사 분석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띠지만

다른 연구자들의 후속연구를 위 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Yokoyama는
대조적

화제의 )j(e 와 논쟁적

)j(e 를 구분하여

전자가 화자-청자의

현재관심사

(c urrent concem) 집합의 주변부에 속하는 어떤 요소를 그 범위로 삼는데 반
해， 논쟁적 )j(e 는 화자의 지식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이전 발화와 연관된 어떤
요소를 동반하는 명제적 지식， 즉 문장 전체를 그 범위로 갖는다고 본다. 소
사 Be，llb 에 관해서

역시 이 소사의 활성화된 사용에 비해 그 의미적， 화용적

연구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가 알 것으로 가정하는 지
식이 이 소사에 의해 동반됨을 지적한다. 더욱이 그녀는 소사연구가 러시아어

문법에서 “혼란스러운 (messy) 문제”로 남아있고 (대부분의

다른 언어권에서

현대러시아어 앙상소사 (Modal

Particle)

Benb와 J:e

247

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의 언어에서 소사로 표현될 수 있는 의미가 다른 언

어에서는 억양 등으로 표현됨을 지적함으로써
주의 를 환기 시 킨다 (Yokoyama

소사의

번역불가능성에

대해

1986:289-290).

Paπot (1 997) 은 Yokoyama의 TDM을 사용하여 좀 더 구체 적 으로 두 소사
lI<e 와 Bellb 의 의미적 차이를 기술한다. 요약하자면

lI<e 는 청자가 잘못된 추론

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며 화자의 지식과 모순된 명제지식이 청자
의 현재관섬사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Bellb 는 청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식이 청자의 지식집합에 존재하지만 현재관심사는 아닌 경우에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Parrot의 연구는 기존의 이 두 소사에 대한 의미차이， 즉 Bellb 에 내

재하는 화자 청자의 공유부분， 동의성과 lI<e 에 나타나는 차이， 이의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의사소통 인지모벨을 사용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가
치가 있다고 할 것이나 두 소사의 공존에 관해 상호배타적인 두 모델을 사용
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다. 그녀는 실제 두 소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 청자

의 의식과 행동의 괴리 때문에 모순된 지식이 공존한다는 임기응변식의 설명
을 하는데 이는 두 소사를 같은 차원에서 상호배타적인 인지모델로써 설명하
기 에 나타난 문제 점 이 라 할 수 있다 (Parrot

Zaitseva (1 999)

1997:231).

역 시 Yokoyama (1986) 의 TDM 을 사용하여 소사 Bellb 에

대

해 접 근하는 데 Parrot (1 997) 과 마찬가지 로 이 소사가 화자의 현 재 관심 사에 속
하지만 청자의
지식상태를

현재관심사의

갖는

요소로서

중심부에는 진입하지
간주한다.

다만

못한 주변부에

그녀는

이

소사가

머무르는

직시소

{I},

{you} 에 속하는 지시적 지식과 관련되고 화자가 청자가 갖는 이 직시소 관련

지시적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수정하여 자신과 동일한 견해를 갖
도록 하기 위한 설득기제로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Bellb 가 청자의 지
식집합에

수정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Zaitseva의

다르며 더욱이 기존의 전통적인 Bellb 에 관한 기술

논점은 Paπot(1997) 과

즉 이 소사가 청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화자가 간주하는 정보를 동반한다는 것과 상충된다.
이같은 상충된 논의는 결국 모두 소사의 본질적 의미(원인)와 맥락적 변이의
미(징후)를 구별하지

않고 후자를 전자로 환원하는 오류와 연관된다. 소사

Bellb 는 화자에 의한 사실성의 전제를 그 의미적 불변체로 가지며

이는 객관

적으로 화자 일방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화자-청자가 공유하는 것일 수

있기에 청자가 자신과 모순되는 견해를 갖는다는 추론을 바탕으로 한 논쟁적
lI<e 와 비교하여 소사 Bellb 는 화자-청자사이의 의견일치나 불일치에 관해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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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논쟁성이 전자에 고
유한 의미이며 후자에서논 맥락적 파생의미임을 보이고자 한다.

OHTeXTHH (1994) 은 소사 Bellb , :l<e, -TO 와 도입 어 (BBOllHoe CROBO) KaK H3BeCTH。가
알려진 정보를 표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점에서 출발하여 이들의 의미，

화용적 기능을 기술하고 그 변별성을 기술하는데 (OHTeXTHH 1994:224) , 각 소사
나 도입어의 다의성을 종합하여 그 변별성을 몇 가지

매개변수에

의거하여

분류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맥락적 변이의미를 소사의 고유의미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적 문법기술의 전통에서 벗어나 이론적으로 진일보했
다고 보여진다 (OHTeXTHH 1994:2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직관과 언어

사실 모두에 위배되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령，
이

연구는 담화모두에 사용되는가의

세 매 개 변수에

여부， 선행사와의

인접성， 대조성이라는

있어 서 Bellb 와 :l<e 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두 소사 담화모두

에 사용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선행사와의 인접성에 있어서 소사
Bellb 는 선행담화에서의 지시체와 인접할 필요가 없지만 :l<e 는 인접하며， 대조
성에 있어서는 전자에는 대조성이 나타나는 반면

후자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

장한다.6) 이같이 관찰은 후에 논의될 필자의 관찰이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

지 않는데， 특히 소사 Bellb 가 담화모두에 사용될 가능성 과 :l<e 의 의 미 적 불변
체로서의 대조성은 OHTeXT뻐의 주장과 배치된다. oHTexTHH(1994) 은 또한 소사
Bellb 를 Sperber

& Wilson (1 986) 의

유관성이론(Relevance Theory) 에 의거하여

그 맥락적 관련성의 간접성과 불특정성을 지적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논의

될 Bellb 의 직시성， 즉 발화사건 내에서 그 지시대상이 결정된다는 특성과 동
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McCoy(2001)는 Parrot (1997) 의 연구의 핵심을 이어받은 연구라 할 수 있는
데 여기에 ‘대조 (Kontrast)(Vallduví

& Vilkuna 1998)’끼의 개념을 사용하여

:l< e ,

Bellb , -TO 를 모두 이 개념을 표지하는 소사라고 정의하며 이들의 차이를 이들
소사가 함의하는 집합의 종류， 지시대상(호스트)의 인지적 상태， 지식집합에서

6)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을 참조하라.

*ne T51 lI pHeXaJI, a BaCJI :l<e HeT (BIITeXTI!H 1994:185).
neTJI Be,llb lI plleXaJI, a BacJI - HeT (BIITexTIIH 1994:215).
7) ‘대조 (Kontrast) ’란 Valluví & Vilkuna(1998:83) 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If
an expression a is kontrastive , a membership set M
L ,a , .. J is generated
and becomes available to semantic computation as some sort of Quantificational
domain ( 이 탱 락 필자).

현 대 러 시 아어 앙상소사 (Modal

의

위상， 절에서의

Particle) Be J\ b.2j- J:e

위치， 담화역할， 의사소통 모드 등 다각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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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McCoy 200 1:1 18). McCoy는 소사 lI<e 가 상호배 타적 인 두 추론의 모순을 지 적
하는데 반해 BeLlb 는 비교대상의 두 추론 명제가 반드시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두 소사가 가진 대조적 의미에서의 변별성을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집합적

지시 (set

reference) 혹은 비교대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대조 (Kontrast) ’의 개념을 이들 소사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협의의

대조， 대럽의 개념은 배타적인 두 명제의 대립을 나타내는 lI<e 만의 고

유의미라 할 것이다. McCoy는 특히 Be Llb 의 어원이 사실동사라는 점에 주목

하여 보어 명제의 사실성을 전제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이 소

사의 의미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로서 작용한다. 다만 어원적 측면에
서 인지동사에만 주목할 뿐 소사 Be Llb 와 지각동사 그리고 나아가 인식양상성
과의

관련성은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

Paπot(1997) 의 주장을 수용하지만 lI<e 가 담화상에서 대용어적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함으로써 Parrot의 지적
하는 데 (Parrot

즉 lI<e 의 맥락적 독립성과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

1997:183, McCoy 200 1:1 18) , 뒤 에 서 논의 되 겠지 만 본 연 구에 서

도 lI<e 의 함의적 의미로서

대용어성을 지적할 것이고 이는 소사 BeLlb 와 변별

되는 중요한 의미자질로서 규정될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양상소사의 의미
메타포적

사의

의미확장에

화용적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된 각 소

의한 다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두 소사의 피상적

동의어성에 내재된 근본적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2.2.

Bellb

잘 알려진 바대로 BeLlb 의
사용되지

않는

어원은 현대러시아어에서는 독립적으로 더

이상

‘알다’란 고대러시아어 동사 Bt때 TII 의 완료형 Btnt 이며 (φaCMep

2003) , 현대러시아어에서는 3HaTb 보다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되는 고어체
BeLlaTb 라 할 수 있는데 이같은 어원적 의미는 현대러시아어에서의 이 양상소
사의 의미， 화용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8) 소사가 다른 품사， 실체적 어
휘적

8)

의미를 지닌 주된 품사， 가령

동사

부사 등에서부터

전용되는 과정을

현대러시아어에서 발견되는 이 동사의 어근을 사용한 합성어로서는 재 TepaTypose
t1

eHHe ,

3aSet1YIOII\째，

Se t10MOCTb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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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 것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Vasilyeva

1972:18-25).

종종 화자는 청자가

인정하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명백하다고 가정하는 사실에

대해 설득적 효과

를 위해 Beilb 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소사는 그 어원에 내재된 ‘사실성의 전

제’라는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알다’는 사실성동사 (factive verb) 로서 그 앓의
대상이 되는 보어 명제가 사실임을 전제한다. *e 와 비교하여 이 소사에 내재
된 상대적으로 약한 논쟁성은 사실적

지식의

공유로 인한 ‘논쟁불필요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화자는 알려진 사실에 대해 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 소사가 포함된 발화가 청자에 의해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리라 가정하게 된다. 위의 최소대립쌍에 가까운 예문 (1),

(2)

에서 보았듯이 객관적 맥락은 동일해도 Beilb 의 선택은 청자의 화자의 발화를
수용하는 맥락과 공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 소사가 주로 청자의

이의제

기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하다고 화자에 의해 간주되는 맥락에서 사용되거

나， 혹은 원천적으로 이를 봉쇄하는 전략적
참조). 즉， 이 소사에 내재된 사실성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아래

전제가 논쟁가능성을 위축시키는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예문 (4) , (5) 에서 소사 Beilb 가 청자로부터 부정

적 응답을 수반할 경우 야기되는 화자-청자의 긴장감， 화자의 당혹감 그리고
이로써 유발되는 유머의

효과는 이

소사가 청자의

긍정을 전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무표적이기 때문이란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4) -

TIoPJl마씨，

MeH꺼

H3BO Jl b

He4ero CKa3aTb! -

y* aCHO

*~aTb

pa3~pa*a~T

3TH

npOBop4an
~HHHMe

nOn4aCa! 3TaK H anneTHT

CeA4ac TPH 4aCa , a MHe K nJl TH

Ha~O

coce~， 06pa~aJl Cb

npOna~aeT

6MTb Ha

K φpaHQy3y.

aHTpaKTM! OT nOPQHH
K 4epTH H

~O

nOPQHH

On03~aemb ...

~6HneAHOM 06e~e.

-

Pardon , monsieur, -

n06ne~Hen

-

He-eT ... KaKOA *e 3TO

06e~?

-

“관습이 라니， 할 말이 없군요 1- 프랑스인을 돌아보며 옆 사람이 중얼

Purkua. -

3TO 3aBTpaK ...

Bellb BM y* e
(니eXOB ，

거렸다

-

날 정말 미치게 하는 것은 이

06e~aeTe!

6nHHμ.

긴 막간의

<<rnynMA rþpaHQY3>>)

시간이라고요! 요리와

요리 사이에 반시간을 기다려야 하다니! 그래서 식욕은 떨어지고 시간은 늦

게되지요 ... 지금 세 시이고 난 다섯 시까지 축하연 점심식사에 가야하는데
말이에요
“죄송한데， 신사양반

푸르쿠아가 창백해졌다 -

당신 벌써 점심식

사하고 있지 않나요 1"

-

“아니 .. 요 .. 이게 무슨 점섬이라고요? 이것은 아침이죠 ... 팬케이크
(체호프어리석은 프랑스 남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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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러시아어 양상소사 (Modal Particle) Be.llb와 J: e

(5) -

TOT-TO BOT OHO H eCTb!

eTe ... 11 B 6aHe JI C BaMH 6hlB aJI, H
rOBapHBaJlH... llJlJl
-

l.f ero *e BaM

L.. l

Bhl, CeMeH A.l! eKCeHl.f, MeHJI OT JllIl.fHO 3Ha-

’

l.f all m Ba Jl BMeCTe , H Y"IHhle

pa3rOBOp피

pa3-

y,'IOCTOBepeHHe Moell J1 Hl.f HOCTH?

He Jl b3 J1 iþopMa! .. <Þ opMa , Cy,'lapb MOll , 3TO Bμ ， 3TO TaKoll npe llM eT ,

l.f TO ...

까fl.f me H He CB Jl 3bIBaTbCJI ... φ。 pMa깨 CTHKa ， Ot1HHM CJlOBOM!

-

Ho øe.llb Bhl MeHJI 3HaeTe!

-

MaJlo

J1H

l.f TO!

.51

3HalO,

l.f TO 3TO BbI, Hy ... a Bt1pyr 3TO He BbI? KTO BaC 3HaeT!

Mo*eT , BbI incognito!

(l.I exoB , <<Moll pa3rOBOp C
-

그렇군!

L.. l

nO l.f TMe 때 CTepOM>>)

당신， 세용 알렉세이치， 날 잘 알고 있소 ... 우리는 목욕탕

에서도 보곤 했고 함께 차도 마셨고 뜻깊은 대화도 나누곤 했죠 뭐 때문에
당신은 내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요?

-

형식은 안 돼요. 형식이란 것이 그런 것이라.

차라리 관계가 없는 편

이 낫죠 .. 형식주의죠， 한마디로!

-

그렇지 만 당신은 날 알잖소!

-

무슨 상관이요! 난 당신을 알지만 만약 별안간 그게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당선을 알겠소? 당선은 익명의 사람일 수도 있지 1

(체호프내가 우체부와 나눈 대화 J)

위의 예문들에서 Bellb 에 내재된 사실성의 전제란 의미는 청자에 의해 거부
되는데 청자의

이같은 거부는 화자의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일방적 전제

임이 드러나 화자에 의한 청자에의 부담(Imposi tion) 을 함축하게 되고 이는 공

공연한 ‘체면위협행위 (Face Threatening Act, 이하 FTA) ’가 된다 (Yokoyama

1986 ,

Brown

&

Levinson

1978 ),

그 결과 화자 청자의 관계와 대화의 분위기

는 어색해지고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더욱이 위 예문에서 화자-청자의 관계는

이같은 FTA가 기꺼이 용인될 정도로 친근하고 안전한 사이가 아니기에(이들
은 이전에 만난 적이
위

없는 사이다) 청자의

예문에서 보여지는 거부의

효과는 이

거절에서

야기되는 파장은 크다.

소사의 사용에서 긍정의

대답이 디

폴트 (default) 라는 간접 적 증거 이 기 도 하다. Bet1b를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청 자

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지 않고 청자까지 공유하는 일반적 사설인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여
(negative

청자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

politeness) ’을 지 킨다고 할 수 있다(Brown & Levinson

예절

1978). 하지

만 이같은 조섬스러운 접근이 청자의 부정적 반응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타나
는 화자의 체면 손상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진다 .9)

9)

뒤에 논의될 양상소사 *e 의 경우 논쟁성

이의성이 강조되고 화자의 공격적 반론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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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b 의 사용맥락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화자의 독백이나 내적 추론과정，
혹은 나레이터에 의한 등장인물의 내적 발화 서술에서 Bellb 가 거의 배타적으
로 분포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아래의 예문들을 보라.
(6) Hano CKa3aTb , 4TO B OTBeTe BapeHyxH 0603Ha4HAaCb AerOHbKa~ CTpaHHOCTb ,

KOTopa~

’

cpa3y KOAbHyAa iþl HnHpeKTopa , B 4yBcTBHTeAbHOCTH cBoeA

Morymero nocnopHTb C ceAcMorpaiþOM A~60A H3 Ay4mHx CTaHUHA MHpa. KaK *e
TaK? 3a4eM *e BapeHyxa meA B Ka6HHeT iþHHnHpeKTopa , e*eAH nOAaraA , 4TO
ero TaM HeTy? Be .ab y Hero eCTb CBoA Ka6HHeT.

[...J

(5yAraKoB , <<MaCTep H MaprapHTa>>)

바레누하의 대답에는 약간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장 좋

은 지진계와도 싸울 만한 감수성을 지닌 재정국장을 즉시 자극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만약 그가 거기에 없다고 생각했다면 왜 바레누하가 재정국장의
사무실로 갔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지 않은가.
(불가코프거장과 마르가리타~ )

(7) lla , 3TO TaK , 3TO Bce TaK. OH , Bnp04eM 3TO H npe*ne 3HaA , H COBceM
3TO He HOB bI때 Bonpoc nA~ Hero , H Korna H04b~ pemeHO 6MAO B Bony KHHyTb ,
TO pemeHO 6MAO 6e30 BC~Koro KOAe6aHH~ ， a TaK , KaK 6ynTo TaK TOMy H CAe
nyeT 6MTb , KaK 6ynTo HHa4e H 6MTb HeB03MO*HO ... lla , OH 3TO Bce 3HaA H Bce
nOMHHA; na 4yTb AH 3TO y* e B4epa He ÕMAO TaK pemeHO , B Ty

caMY~

MHHyTy ,

Korna OH Han CyHnyKOM CH t:( eA H iþyTA~pbl H3 Hero TaC Ka A... A øe.ab TaK!
(llocToeBcKI때， <<npecTynAeHHe H HaKa3aHHe>>)

그렇다. 그 모든 것이 그렇다

그것은 맞다. 그러나 그는 미리 그것을 알

았고 그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질문이 아니며 밤에 물 속에 던질 것을 결정

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갈등 없이 마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어
떤 것도 불가능한 것처럼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렇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

았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어제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그가 궤 위
에 앉아 거기서 상자들을 꺼낸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
(도스토엠스키죄와 별~)

필자가 살펴본 텍스트에서 내적 언어와 Bellb 의 관련성은 매우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독백의 맥락에서 )((e 의 단독 사용이 거의 배제된다는 점
에서 내적

언어는 이 두 소사의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것이다. Bellb 의

타난다는 점에서 화자에 의해 FTA가 행해진다는 점。1 Benb와 대조적이다. 즉， Benb 는

청 자에 의 해 잠재 적 FTA 의 가능성 이 존재 한다고 한다면， *e 는 화자가 청 자에 게
공공연한 FTA를 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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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그 명제의 사실성을 전제하고 내적 대화의 주체인 화자가 그 가상의

대화상대자로서의 또 다른 자아와 필연적으로 모든 지식을 공유하기에 이 소
사의 사용은 내적

발화 맥락에서 지극히 자연스럽다. 소사 *e 가 상대적으로

강한 논쟁성， 반박성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담화상 대립된 타자의 말을 전제
로 하기 때문이라 한다면， Bellb 는 그같은 준거점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
적 독백에 이 소사의 배타적 사용이 허용된다. Bellb 가 표지하는 전제된 사실
은 이미 드러난 사실과 부합 혹은 모순되며 따라서 이 소사가 포함된 명제는

설명이나 정당화의 논거로서 작용하거나 아니면 전제된 사실과의 모순된 상
황이나 결과에 대한 강한 의혹을 드러낸다.

내적 발화가 공유된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전제를 나타내는 Bellb 가 나타나
는 배타적

맥락이라면 명령문은 이

소사의

출현이 거의

불가능한 맥락임이

코퍼스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1 미 Vasilyeva(1972) , Parrot (1 997) 등
이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은 사실성의 전제와 명령이라는 양상의 충돌 때문
이다. 사실성 (factivity) 이나 진리값은 진술문 (statement) 에 적용될 수 있는 개
념이지 화자의 원망(願望)을 청자를 통해 설현시키고자하는 명령문에는 적용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llb 와 명령문이 함께 나타나는 다
음과 같은 예문이 드물게나마 발견된다.

(8) -- YBhl! -- C CO%aneHHeM OTBeTHn 5epnH03 ,

--

HH OJlHO H3 3THX JlOKa

3aTenbCTB HH4ero He CTOHT , H 4enOBe4eCTBO Jl aBHO cJl ano HX B apXHB. Benb
cornaCHTeCb , 4TO B 06naCTH pa3yMa HHKaKoro JlOKa3aTenbCTBa

cy~ecTBoBaHH~

60ra 6hlTb He MO%eT.
(5ynraKoB , <<MaCTep H MaprapHTa>>)

“아아 -

베를리오즈는 유감스럽게 대답했다 -

이 증명 가운데 어느 하

나도 아무 가치가 없고 인류는 오래 전에 이것들을 폐물로 처리했지요. 동의
하시리라 믿지만 이성의

영역에서 신의 존재에 관한 어떤 증명도 있을 수

없지요
(불가코프거장과 마르가리타~)

위 예문은 Paπot (1 997:213-217) 에서도 인용되는데 그녀의 설명은
TeCb' 가 초정보적 (metinfonnationaD 기능， 즉 청자로 하여금 어떤

’ COr JlaCH행위의 수

행을 촉구하고 초대하는 교감적 (phatic) 기능을 수행하며 Bellb 는 실상

'l TO

이

하의 보어 절 "B 06 J1 aCTH pa3yMa H씨<aKoro llOKa3aTe Jl bCTBa cymecTBoBaHH~ 60ra
6bITb He MO:l<eT" 을 그 범위로 가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소사 Bellb 와 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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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의 충돌을 기본적으로 이 소사의 양상의미가 작용하는 영역 때문이라
고 본다. 명령형은 ‘어떤 행위를 수행하라 (so

be it) ’는 양상의미를 지니며 이

는 진술(it is so) 과 달리 화자가 전제할 수 있는 사실성이 적용될 수도 이와
유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eilb 와 의문문(의문사 없는)의 드물지 않은 결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Beilb 가 나타내는 사실성의 전제와 의문의 양
상이 나타내는 명제의 진위에 대한 확신성(commitment) 의 부재라는 두 모순된
양상이 결합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P따Tot (1 997:196) 은 이같은
Beilb 의문문이
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부가의문문과 비슷

청자의 동의를 촉구하는 유사의문문 (quasi -question) , 즉 청자의

정보적

기여보다논 화자의 견해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초정보적 (metainfonnational) ’
의문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청자의 동의， 승인에

대한 촉구는 분

명 Beilb 의문문의 화용적 기능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진술문과 의문

문의

Beilb 가 양상적 의미의

차이를 동반하지

나타나는 소사 Beilb 는 사실성의

않는 것은 아니다. 의문문에서

전제라는 의미에서

인식적 필연성으로 화자

의 명제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약화되어 나타난다. 다음 예문을
보라.

(9) --

KaK? Benb Bhl

HeT ,

ÿ'lI<

He

~neH;

~neH

yrrpaBhl?

51 Bbunen --

OTBe~an

KOHCTaHTHH J1 eBHH -- H He e3*y

õonbme Ha coõpaHH .s!
(TonCTO l\, <<AHHa KapeHHHa>>)
“어떻게? 당신은 자치회 회원이죠?"
“아니요， 이미 아닙니다; 난 나왔어요

-

콘스탄틴 레빈이 대답했다

-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지요
(툴스토이안나 카레니나~ )

(10) --

Thl øenb ~ÕHmb T~pÕO? -- CKa3an OH rrO Ab e3*a꺼.

-- qTO? -- rrepecrrpOCHn J1 eBHH --

T~põo?

ÿ'lI< aCHO n~õ~ T~PÕO.

Da 51

(ToncTo l!, <<AHHa KapeHHHa>>)
“너 넙치 좋아하지?"

그는 다가가면서 말했다.

“뭐라구?-- 레빈이 되물었다

-

업치라구? 용， 나 넙치 엄청 좋아해

(툴스토이안나 차레니나~)

(11) -- 3TO HH3KO! -- B03MyTHnc .s! BonaHil , -- Bhl

앤nOBeK õeilH뼈 ...

øenb B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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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Jl OBeK

õellHblll?

5y~eT 'I HK

BT~HyJl

rO JloBy B n Jl e 'l H, TaK

'1 TO

CTa Jl O BH IlHO ,

'1 TO

OH

'1 e Jl OBeK

õellHblll.
(5YJl raKOB , <<MaCTep H MaprapHTa>>)

“그것은 비열하군

볼란드는 분개했다

당선은 가난한 사람이군요 ...

진정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죠?"
바텐더는 목을 움츠렸고 그가 가난한 사람이란 것이 명백해졌다.

(불가코프거장과 마르가리타~)

특히 위의 예문 (11)에서 "BbI qe JlOBeK 6ellHbI다”는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처음

에는 진술로서， 두 번째는 의문문으로 나타남으로써 화자의 발화명제에 대한
확신성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소사 Bellb 는 내적 발화와 같이 청자의

승인을 촉구할 수 없는 맥락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12) 4TO *e OCTaeTC~? rHnH03? HHKaKoro TaKoro rHnH03a , '1 TOÕbl mBblpHyTb
'1 eJlOBeKa
'1 TO

3a TbIC~ '1y KH Jl OMeTpOB , Ha CBeTe HeTY! CTa JlO ÕblTb , eMy MepemHTC lI,

OH B HJl Te! EMY-TO , Mo*eT ÕblTb , H MepeIImTC~ ， a

To*e Mepe U\HTc lI? Hy , HeT , H3BHHHTe ,

3T oro

lIJ1 TblHCKOMy

yrpo3 b1 cKy

He õblBaeT! ... Ho øe l{b Te Jlerpa~HPYKrr

。 HH oTTYlla?

(5yJl raKOB , <<MaCTep H MaprapHTa>>)

도대체 무엇이(어떤 설명이) 남는가? 최면? 사람을 천 킬로 밖으로 던질
수 있는 최변이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그가 얄타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 눈에

보였던

것이다! 그에게

보였다면

얄타 형사국에도 또한 보였단

말인가? 글써11， 아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다! .. 그러나 그들은 진

정 그곳에서 전보를 치지 않았던가?
(불가코프거장과 마르가리타~)

위의

예문은 내적 추론의

난 현실사이의

과정에서

의심할 나위

모순이나 괴리로 인하여

없는 사실적

화자의 사실성

전제에

전제와 나타

대한 확신이

감소하면서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명제에 대한 의심을 나타낸다. 화자-청자의
상호작용이 배제된 독백에서 이 소사의 주관적인 인식양상 (subjective epistemic

modality) 적 의미는 확연히 드러난다.
이같이 의문문의 Bellb 는 사실성이

전제된 정보가 의문문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피상적으로 보기에 모순되논 조합이다. Bellb 의문문과 진술문에서의 이

소사의 의미기능간에 존재하는， 다시 말해，’ 이 소사의 다양한 서법 (Mood)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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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적 변이의미들 속에 내재된 Bellb 의 의미기능적 불변체를 필자는 ‘인식
양상의 표지’로서 규정하고자 한다. 즉，

Bellb 진술문의 경우 사실성이 전제되

는데 반해， Bellb 의문문의 경우 사실성의 단언에 확신이 약화되어 ‘ 임에 틀림

없다 (must be) ’란 인식적 필연성 (epistemic necessity) 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
다. 사실성 역시 인식적 펼연성의 절대적 실현이라고 간주한다면 Bellb 는 인식
적

펼연성의

표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Bellb 가

각기

다른

발화수반력

(Ill ocutionary Force) 을 동반하더라도 이 소사와 인식양상과의 연관성， 즉 화
자의 발화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책임성이나 확신성에 대한 태도는 발화사용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 이 소사의 의미적 볼변체라 할 수 있다.
Bellb 는 결국 ‘수긍적 (neustid 부분’， 즉 화자의 자신 이 발화하는 명 제 의 사실

성에 관한 확신성과 책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1 say so’ 부분에서의 주관적
인식양상의 문제다. 의문의 양상은 이 수긍부에서의 확신성을 감소시켜 그 결

과 사실성의 전제에서 인식적 펼연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더욱이 수긍부의 주
관적 인식양상성과 소사 Bellb 를 연관시킬 때， 왜 이 소사가 예의바름과 연결
되는지， 왜 상대적으로 논쟁성이 약하다고 규정되어 왔는지가 자연스럽게 설
명 된다. 수긍부의 어 떤 부가적 수식 어 (qualification) 도， 그것 이 비 록 사실성 이
나 펼연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부재와 비교하여 범주적 단언성을 약화시
키는데 이는 수긍부의 수식어가 화자 자신의 인식의 유한성을 암묵적으로 드
러내기

때문이L)- (Lyons

1977:808-809). 따라서 양상소사 Bellb 가 포함된 진술

은 사실성의 전제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명제의 단언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소사 Bellb 가 주관적
소사 lI<e 는 ’ it

인식양상의 표지로서 범주적 단언성을 약화시키는 반면，

is so ’, 즉 ‘사경적 (tropic) 부분’에 관여하는 ‘객관적 인식양상

(objective epistemic modality) ’의 표지로서 범주적 단언성을 강화시키기에 다
소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받아들여진다(아래 참조).10)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이
양상성의 실현영역의 차이는 이 두 소사의 양상의미의 작용범위에서의 차이，

10) 주관적 인식양상과 객관적 인식양상이 자연언어에서 항상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Lyons(1977:797) 의

말대로 실제 양상부사어의 경우 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화자의 진술명제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그 사건의 객관적 실
현가능성과 언어표현에

있어 배타적 표현을 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HaBepHoe 라는 부사의 경우는

Bp JllI

)1M와 비교하여 객관적 양상성 뿐 아니라 주관적

양상성의 표현도 허용할 수 있기에 아래 예문 (28c) 가 예문 (28a) 과 비교하여 모국

어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아래 참조).

현대러시아어 양상소사 (Modal Particlel Bellb 와 J: e

상대적 위치의

제한과 연관되어 기존에 소사의

던 규칙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Lyons

우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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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양상으로만 보였

1977:808).

sellb 를 주관적 양상성， 즉 수긍부의 인식적 양상성 문제라고 규정할 때， 다
음과 같은 다양한 정도의 명제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는 사경부의

양상어， 즉

객관적 양상어와의 조합이 가능하다.

(1 3) a. neT꺼 øellb ,

HaBepHoe

, y:t< e

rrpllexa Jl B MOCKBy.

‘페랴는 필시 벌써 모스크바에 도착했겠다.’

b. Bellb nen ,

BepO Jl THO

,

y ll< e rrpllexa Jl B MOCKBy.

‘페랴는 아마도 벌써 모스크바에 도착했겠다.’
C. Bellb nen

BpJl/1 πH

y ll< e rrpllexa Jl B MOCKBy.

‘페랴가 별써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리가 없다.’
(BIITexTIIH 1994:197 에서 인용， 이탤락-팔자)

(1 4) T비 rrayKoB 60 I! WbCJI , a JI 3T I! X raa l! H. TbI øellb ,
rrayKoB 11 He 3HaeWb

I!X

HaBepHO ,

He

1! 3y 'l aJl

HpaBOB. TaK 11 JI.
(TO Jl CTOll , <<AHHa KapeHIIHa>>)

넌 거미를 두려워하지만 난 이 파충류를 두려워해. 넌 펼시 거미를 연구
하지 않아 그들의 기 질을 모르는 것 같군 나도 마찬가지 야.

(톨스토이안나 카레니나~)

위의

예문들은 일견 모순되는 양상성의

사실성과

불확실성의

결합

때문이다.

결합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위와

같은

조합에

대해

DI! TeX TliH

(1994:198-199) 의 해석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우선， 화용론적 해석은 협동원
칙 (Cooperative

Principle)(Grice

1975) 의

하부 격 률 인

양의

격 률 (maxim

of

quantity) 과 질의 격률 (maxim of quality) 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화자는 자
신이

전적으로 확선하지 못하는 명제를 불확실성의

양상어를 동반하여 표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위의 진술들은 모두 단언， 주장을 나타내는 주절
이 생 략된 것 같은 형 태 인

’R

yTsep ll< llaIO ,

'1 TO

P -

I! CTHHHO( Jl Oll<HO

,

BepO Jl THo..) ’

라는 양상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해석을 보면， E>H TeXT I!H 은 비록 화
행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해석에 근접한다. Bellb 가 수

긍부에 관여하는 주관적 인식 양상성의 표지라 한다면， 양상 부사 HaBepHo(e) ,
BepOHHO , Bp때 재 등은 사경부(’ it is so ’) 부분의

객관적 인식양상에 관여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인식양상과 객관적 인식양상이란 서로 다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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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차원의 결합이라 할 것이다. 객관적

양상어가 명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나타낸다면 주관적 양상어는 화자의 명제의 사실성， 진리성에
대한 확신성을 나타내므로 이들이 반드시 의미적으로 일치할 펼요가 없다. 양
상어들의 의미적， 기능적 범위는 어순에 도상적 Gconic) 으로 반영되는데， 위 예
문들에서 보듯이， 더 넓은 범위의 주관적 양상어 Bellb 는 보다 작은 범위에 관
여하는 객관적 양상어에 선행한다.
언어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지동사와 지각동사의
잘 알려져

메타포적

관련성은 이미

있거니와， 고대러시아어 동사 ‘알다 (BtlltT Il)’와 ‘보다 (BllllÊ TIl)’도 동

일한 어원을 갖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 인식의 의미가 지각의
의미에서부터 메타포적

의미확장을 일으킨 결과로 나타나고， 이처럼

정신적

경험의 영역을 육체적 경험의 영역에서부터 투사하여 설명하는 것은 언어보
펀적이다 (Lakoff &

Johnson

1980,

Sweetser

1990).

지각동사와 인지동사간의

메타포적 관련성은 소사 Bellb 의 담화기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한다. 소사 Bellb 의 분포를 발화상황

맥 락 안에 서 살펴 보면 종종 이 같은 ‘추상

적’ 가시성(可視性) 혹은 직시성(直示性)이

이

소사의 주요 의미적 특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이 소사는 서술사건을 발화사건， 즉 화자의 시， 공

간에서 재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음 예문을 보라.

(15) -

CaM, caM; npo D\ all! nOTOM eD\ e Koll-'ITO paCCKa:ry, a Tenepb

TaM ... Õ퍼JIO O,11HO BpeMJI ,

'1 TO

JI nO lIYM aJI ... Hy

,11

a

'1 TO;

,11

eJIO eCTb.

nOTOM! ... 3a 'l eM MHe Tenepb

’

HanHBaTbCJI. T퍼 MeHJI H õe3 BI Ha HanOHJI. nb Jl H øellb JI , PO ,11bKa! lìe3 BHHa nb JlH

,

Tenepb Hy

,11

a npo D\ all; 3allay; O'l eHb CKOpO.

(ilOCToeBCKH꺼， <<npecTynJIeHHe H HaKa3aHHe>>)

“자기

스스로， 잘 있어! 나중에 무엇인가 더

어. 그곳에'"

얘기하지， 지금은 볼일이

있

나도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 ... 뭐랄까. 나중에 하지!

왜 내가 이제 술에 취해야 하지? 넌 날 술 없이도 취하게 했어. 보다시피 난

취했어， 로디카! 지금 난 술 없이 취했지 .. 좋아， 안녕. 들릴게. 곧
(도스토엠스키죄와 별~)

(6)

nO대 Õ OH , H He Hy* Ha eMY HHKaKa Jl TeJIerpa싸a. Bce KOH 'I eHO , He õy,11 eM

ÕOJIbme 3arp y* aTb TeJIerpaφ ila , norHõ , no대 Õ...
‘뻐 nOMO)((eM MHXaHJIy AJIeKCaH,11pOBH 'Iy? TeM
MbI -TO

,

'1 TO

H。 뻐 -TO Be ,11 b )((HBbl!

L..l

rOJIO ,11 Hble OCTaHeMCJI? ila

,

lI eM

øellb

)((HB 비.

(lìyJIraKOB , <<MaCTep H MaprapHTa>>)

그는 죽었고 그에겐 어떤 전보도 필요치 않다. 모든 것이 끝나버혔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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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 러 시 아어 앙상소사 (Modal Particlel Bellb .2\- J: e

리는 더 이상 전보들을 보내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죽었다.

죽었다 ..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L..l

우리가 미하일 알

렉산드로비치를 무엇으로 도울 것인가? 굶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불가코프거장과 마르가리타~)

위 예문들에서 보듯이 소사 Be，llb 가 전제하는 사실성의 근원에 시각적 근거

가 작용하며

이는 서술사건을 발화사건의 시

공간 속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부여하여 이로써 화자는 서술되는 내용에 대한 정당화를 이끌어낸다. 필자는
지각의 의미가 이 소사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Be ，llb 에 내재된 서

술사건을 발화사건에서

재현시키는 담화기능， 즉 발화직시소적 특성을 뒤에

살펴볼 소사 lI<e 와의 주요 변별성으로 간주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Be ,ll b

의 이같은 의미를 감정적 놀라움이나 예기치 않은 발견에 뒤따르는 탄성과 같
은(‘eureka’)

1972,

정서적

Paillard

1986,

특성으로

파악하고

건과 발화사건의 연계성

1972,

필자는 그같은 정서성의

1994) ,

DHTeXTHH

있는데 (BHHOrpa，llOB

Vasilyeva

실체를 서술사

곧 직시성이라 간주하고자 한다.

소사 Be，llb 의 직시성은 담화의 첫머리에 이 소사가 등장하는 맥락에서 보다
현저하게 드러난다. 이 소사는 발화사건에 존재하는 지시대상(사건)을 가리키
면서

동시에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는 기존의

견해， 즉 이 소사가

담화를 시작할 수 없다는 주장과 위배된다. 아래의 예문은 새로운 대화의 시
작이면서 새로운 주제의 담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장(章)의 첫머리에 등장
한다.

(17) -

lla , Ca ,llHTeCb , nOplþHp뻐 neTpOBI써， Ca ,llHTeCb ,

- yca:I<H BaJI rocnl
,llOBOJIbHblM ,llp Yll< eC I< HM BH,llOM, '1 TO npaBO ,
Ha ce6 J1 nor JIJI ,ll eTb. [ .. .l OH np Jl MO yceJIcJI

PaC I< OJIbHH I< OB , C Ta I< HM , nO-BH,llHMOMY ,
caM Ha ce6 J1 nO，ll1’ BHJIC꺼， eCJIH 6μ Mor

npe ,ll noplþHpHeM H, He cMHrHyB , CMOTpeJI Ha Hero. noprþHpHI1 npH8(ypH.πCJI H
Haqaß 3aKypHBaTb l1al1HpocKY.
"Hy, rOBopll

*e ,

PaC I< OJIbHH I< OBa. -

rOBopH *e ,
Hy

'1 TO

-

*e ,

I< a l<

6y,ll TO Ta l<

*e ,

'1 TO

'1 TO

(VI, rJIaBa
-

Bellb BOT 3TH nanHpOC I< H! -

I< OH 'I HB

Il

XOTeJIO B꾀npblrHyTb 113 cep,llQa

*e T꾀 He rOBopHmb?"

2)

3arOBOpHJI Ha l< OHeQ nOplþHp때 neTpOB 배，

3a l< ypHBaTb H OT ,llWxHyBmHcb ,

-

Bpe ,ll,

‘mCTblll

Bpe ,ll, a OTCTaTb He

Mory! [ ... ]
(llocToeBc I< Hll , ((npecTynJIeHHe

Il

Ha l< a3aH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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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앉으시죠， 포르피리이 페트로비치， 앉으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

을 보았다면 스스로에게 놀랐을 만큼 보기에 꽤 만족스럽고 친근한 표정으
로 손님을 앉혔다.

[…]

그는 포르피리이 바로 앞에 앉았고 눈 하나 깜박 않

고 그를 쳐다보았다. 포르피리이는 실눈을 하고 당배를 피뭐 물 71 시캉했다.
“자， 말하지， 어서 말해

했다 -

그렇게 라스콜리니코프의

-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뭐야， 왜 도대체 말이 없는 거지?"
(제 6부 2장)

“여기 이 담배 말입니다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

없습니다!

포르피리이가 담배를 피우고 한숨 돌린다음

해악이지요， 순수한 해악이지요， 그런데도 끊을 수

L..l"
(도스토엠스키죄와 별~ , 이탤락-필자)

위 예문에서

Bellb

발화는 직시성과 사실의 전제 의미가 잘 나타난다. 이 대

사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앉으라는 인사말과 포르피리이의 발언에

을 드러내는 내적

독백을 제외하고는 실제

대한 불안감

포르피리이가 라스콜리니코프를

방문하고 담배를 피워 물면서 시작하는 첫 대화로서 담화첫머리에 Bellb 가 출

현하는 예문이다. 여기서 발화상황에서 사실로서 전제된 담배의 존재와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담배에 대한 지시 (reference) ， 즉 직시소적 기능이 모두 소사
Bellb 를 통해 실현된다.
언어보편적으로 추상적
각동사 ‘보다’에서

인식동사인 ‘알다’는 보다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지

메타포적

의미확장을 거쳐왔지만

이 두 동사의

어원적 관

련성과 메타포적 의미 관련성은 소사 Bellb 에 가시성을 부여하여 앓의 대상이

마치 발화현장에서 화자， 청자의 감각기관을 통해 현존하는 지시체인 것처럼
구체화， 가시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Bellb 는 발화명제가 그 발화상황에서 화

자， 청자가 공통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요소나 사건을 지시하는 직시적인

(deictic) 것으로서 제 시 한다. 소사 Bellb 가 청 자의 현재 관심 사가 아닌 주변 적 혹
은 일반적 지식에 속한 정보를 화자-청자 공통의 현안 관심사 영역으로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Yokoyarna (l 986) , Paπot(1997) 등의 지적은 바로 Bellb 의

직시성과 연관될 수 있다. 이 소사의 내재된 직시성은 아래에 살펴볼 소사

:>I<

e

의 대용적 (anaphoric) 특성과 대조되면서 두 소사의 주요 변별성이 된다11)
11)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감탄문에 나타나는
TI1뻐Ha!" 와 같은 맥 락에 서

:I<e와 변별적으로 기능하고 소사
한다 (Grenoble

1998:25).

se Ll b,

가령

"Be Ll b KaKa$[

이 소사의 직 시 성 이 잘 나타난다. 이 때 소사 sellb 는
TO 와 유사하게 직시적으로 대상이나 사건을 지시

현 대 러 시 아어 양상소사 (Modal Particle) Bellb와 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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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변， Bellb 는 그 어원적 특성이 메타포적으로 작용하여 이 소사에 다

양한 맥락적 변이의미나 화용적 기능을 부여한다. 즉， 인지， 지각동사와의 관
련성이 이 소사에 주관적 인식양상성 및 직시성을 부여하며

반박불가능성이

나 예의바름의 어감은 모두 이 의미적 불변체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맥락적
의미라 보여지는데 기존의

이 소사를 특징짓는 논쟁성은 실제 이 소사의 불

변의미라기보다 바로 이 맥락적 파생의미라 할 수 있다. 논쟁적 양상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사 Bellb 와 )j(e 는 대조성이 의미적 불변체인 후자에

있어서 더 합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2.3. J( e
현대러시아어 논쟁적 성격의 양상소사 )j(e 의 다의성 문제는 이 소사의 담화
조직 차원과 화행적 측면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메타포적 의미기능 확장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중립적

문체

혹은

문어체

소사로서

대조적

화제

kontrastive topic) 를 나타내는 )j(e 의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

(18) B cnyqaBlliHXCR Me*l\Y 5paTbRMH pa3HornaCHRX rrpH CY*lleHHH 0 HapOlle
CepreR HBaHOBHq Bcerlla rro5e*llan 5paTa HMeHHO TeM , qTO y CepreR HBaHOBHqa
5wnH orrpelleneHHwe rrOHRTHR

0

HapOlle , ero xapaKTepe , cBoRcTBax H BKycax; y

KOHCTaHTHHa .e ßeBHHa HHKaKoro oorrpelleneHHoro H HeH3MeHHoro rrOHRTHR He
5wno , TaK qTO B 3THX cnopax KOHCTaHTHH Bcerlla 5bm ynHqaeM B npOTHBOpeqHH

caMOMY ce5e.
(TonCTOR , <<AHHa KapeHHHa>>)

민중에

대한 판단에서 형제들끼리

이견이 발생했을 때， 세르게이

이바노

비치가 항상 동생을 이기곤 했는데 그것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는 민중

에 관해， 그 성격에 관해， 특성과 기호에 관해 확고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

다. 콘스탄틴 레빈에게는 일정하고 불변하는 이해가 전혀 없었고 그 결과 이
같은 논쟁에서 콘스탄틴은 항상 자선에게 모순되는 것으로(자가당착에 빠지
는 것으로) 드러나곤 했다.
(툴스토이안나 카레니나~)

(1 9) Me*llY npo뻐
12) Vasilyeva0972:25) 는 ‘반의 의 (adversative) *e’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소사의

대립적 의미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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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IaBHeM: <<0 Bpene HeKOTOp bIX HaCeKO MblX>>. 110 'l ep Jl M O'l eHb nOHpaSHJIOCb ,
õeHHO npo KJIOnOB , JI

:a e

OC。

npO 'lHTaJI H pa30pBaJI.
(뽀XOB ， <<0 spene TaÕaKa>>)

그런데 근래 나에 의해 “몇몇 곤충들의 해악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방대
한 논문이 쓰여졌다. 딸들은 매우 마음에 들어했는데， 특히

빈대에

관해서

그러했다. 그렇지만 난 다 읽고는 찢어버렸다.
(체호프담배의 해악에 관하여~)

(20)

KOBaJIeHKO CHneJI , HanYBmHCb , H MOJI 'l aJI. EeJIHKOB nono*naJI HeMHoro H

npOnOJI*aJI THXO , ne 'l aJIbH bIM rOJIOCOM.
-

H e ll\ ë JI HMe lO Koe

'l TO

CKa3aTb BaM. 11 naBHO CJIY*y ,

Ha 'l HHaeTe CJIY*õy , H JI C'l HTa lO nOJIrOM , KaK CTapmHll

Bμ :a e

TOBap때\，

TOJIbKO

e띠§

npenOCTepe 'l b

Bac.
(4eXOB , 써 eJIOSeK B ItJYTJIJl pe>>)
코발렌코는 골내면서 앉아서 잠자코 있었다. 벨리코프는 조금 기다리고는
조용하고 서글픈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당선에게 뭔가 아직도 말할 게 있
어요. 난 오래 동안 근무해왔지만 당신은 이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니 난

연장자 동료로서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오
(체호프상자 속의 사나이~ )

(2 1) -

Hy-c , JI nycTb CBHHbJl, OHa naMa! 11 3BepHH뼈 oõpa3 HMe lO, a KaTe-

pHHa HBaHoBHa , cnpyra MO Jl, 。φH l..l epCKa Jl

ocoõa oõpa30BaHHa Jl H ypo*neHHa Jl mTa5-

nO 'l b. TIycTb JI nO llJl e l..l, OHa

:a e

H cepn l..l a BblCOKoro , H

'l yBCTB

,

OõJIaropo*eHHbIX BocnHTaHHeM , HCnOJIeHa.

(l1ocToeBCKHll , <<TIpecTynJIeHHe H HaKa3aHHe>>)
“글세， 난 돼지라 치더라도 그녀는 귀부인이라오! 난 짐승의 꼴을 하고 있

지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내 아내는 -

로 태어났소

교육받은 부인이고， 참모장교의 딸

난 비열한이라 치더라도 그녀는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교육으로 승화된 고상한 감정으로 충만하오
(도스토엠스키죄와 벌~)

위의 예문들에서 대조의 의미는 두 화제와 연관된 서술어 혹은 평언이 서로

모순된 대립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나타난다. 화제들 간의 대조적 의미는 두 서
술어(평언) Rl , R2가 명시적 혹은 맥락상의 대립적 의미를 형성하며 각각 화제

Tl , T2 에 결합됨으로써 형성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T1 -

R1, T2 *e -

R2

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밖에도 대립적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은 맥락에서 단지

비교 대상이 담화상에 존재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즉， ‘집합적 지시’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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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에서 대조적 화제표지 lI<e 가 출현 가능하다.

(22)

Ha caMOM Kpaffi cena MHpOHocH~Koro ， B capae CTapOCTW npOKO~H~ ， pac-

rronO*HnHCb Ha HOqner 3arr03aaBmHe OXOTHHKH. Hx õwno TonbKO aBoe: BeTepHHapH잉II

Bpaq HBaH HBaHWq H yqHTenb

rHMHa3HH

aOBonbHO CTpaHHa~ ， aBollHa~ ~aMHnH~ -

BypKHH. Y HBaHa HBaHblqa õwna

Chimsha-Gimalajskii, KOTopa~ COBceM

He mna eMY , H ero BO Bcell ryõepHHH 3BanH rrpOCTO rro HMeHH H OTqeCTBy: OH
*Hn OKono ropoaa Ha KOHCKOM 3aBoae H rrpHexan Terrepb Ha OXOTY , qTOÕW rroaμmaTb

qHCTWM B03ayXOM. YqHTenb .e rHMHa3HH BYPKHH Ka*aoe neTO rOCTHn y

rpa~OB

n. H B 3TOll MeCTHOCTH aaBHO y*e õwn CBOHM qenOBeKOM.
(4eXOB , <<4enOBeK B ~yTn~pe>>)

미로노시스키 마을의 제일 변방

프로코피이 장로의

헛간에는 때늦게 온

사냥꾼들을 위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둘 뿐이었다， 즉， 수의사
이반 이바니치와 김나지움 선생인 부르킨이었다. 이반 이바니치에게 상당히
기묘한 이중의 성(姓)， 즉 침샤 기말라이스키라는 성이 있었고 이것은 그에
게 어울리지 않아 현에서는 모두 그를 이름과 부칭으로만 불렀다. 그는 도심
근처 양마장에서 살았고 지금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사냥을 나왔다.
김나지웅 선생인 부르킨은 매해 여름 백작 P의 집을 방문해 지냈고 이 지역
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미 이 고장 사람과 같았다.
(체호프상자 속의 사나이 J)

(23)

Ap'깨 õanba ApqHBanbaOBHq

THTenbHO

ynwõa~cb ，

, COBepmeHHO

,

rropa*a~ CO~bffi naBnoBHY oõonbC-

rrOBen rocTell K nyqmeMy

KOHue BepaH llhI, Tyaa , rae ne*ana

caMa~

rYCTa~

CTon싸<y

TeHb , K CTonHKY , B03ne KO-

Toporo Beceno Hrpano conHue B OaH OM H3 rrpope30B
.e naBnoBHa ,

Mopra~

HeO*HaaHHhlMH

OT

H3YMneHH~ ，

rroceTHTen~MH

B rrpOTHBorronO*HOM

Tpenb~*Holl

3eneHH.

CO~b꺼

aonro H3yqana CTpaHHwe 3arrHCH , CaenaHHwe

B KHHre.
(BynraKoB , <<MaCTep H MaprapHTa>>)

아르치발드 아르치발도비치는 소피야 파블로브나를 완전히 놀라게 하면서
아부하는 듯한 미소를 띠우며 베란다의 맞은 펀 끝， 가장 짖은 그늘이 있는

곳의 가장 좋은 테이블로 손님들을 안내했는데， 그 테이블 옆에는 태양이 울

타리의 식물 틈새에서 유쾌하게 놀고 있었다. 소피야 파블로브나는 놀라 눈
을 깜박이며 오래 동안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장부에 해놓은 기묘한 서명을
들여다보았다.
(불가코프거장과 마르가리타~)

현대러시아어의 대조적 화제표지 lI<e 는 역사적으로 고대러시아어의 교회슬라

브어체 (Church Slavonic) 에서는 매우 활성화되었던 화제표지 (topic marker)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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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서 유래한다. 이는 직전의 선행담화에서 전환된 화제로서
이미

알려진 혹은 주어진 정보적

이전 담화에서

위상을 지닌 화제를 동반하며 고대러시아어

에서 거의 매 문장에 발견될 정도로 빈번히 사용된 소사의 하나였다. 현대러시
아어의 :t<e 가 고대러시아어의 :t<e 와 다른 점은 현대러시아어의 그 사용빈도면에
서

위축되었지만 대조적

현대러시아어
의미의

의미는 오히려

화제표지 :t<e 에

현저해졌다는 점이다(송은지

나타난 이같은 대립적

소사 :t<e 가 고대러시아어에서

매우 드물게

2003) .1 3)

의미의

강화는 ‘논쟁적’

나타나며

현대러시아어에

오면서 그 의미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 화제표지 :t<e 의 대

조성이 서술사건 참여자 사이의 대조적 의미 관계라 한다면， 논쟁적 :t<e 는 발화

사건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화행적 측면에서의 대조적 의미관계라 할
것이다. 논쟁적 :t<e 는 종종 Bellb 와 비교되어
강한 주장이

완화되지

기술되는데 후자에

않고 공격적인 어조로 나타나며

비해 화자의

화자-청자의

관계가

보다 친밀하거나 멸 예의바른 태도와 연관된다고 간주된다. 다음 예를 보라.

(24)

빠<， nHOHep꾀， KOTOp에e npO*HBaeM B nepeyne HHKOnaillKHHOM , C B03 MYilleHHeM

y3HanH ,

'1 TO

CKa3anll MbI Me*IlY c0601l.

HIIKOnaillKHH 6bIfl non. BOT Te6e pa3! -

MbI , C ollHoll CTOpOH bI, H3y'l aeM ,
IlPyroll CTOpOH bI

O'l eHb CT bI llHO -

-

'1 TO

non bI npllHOCHnll Bpell TPYIlRU\ HMCR , a C

MbI BhlH y* lleHhl *HTb 8 nepeynKe HIIKOnaillKHHOM. HaM BCeM

M비 Jl: e HOCHM KpaCH비e rancTyK 씨 L ..l

(WYKillHH , <<MY*HK nepR6I1 H>>)

우리들은 니콜라슈킨 골목에 살고있는 피오네르(소년공산단원)들로서
콜라슈킨이 사제였다는 사실을 알게되고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

에게

말했지요.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사제들이 노동자들

해를 끼쳤다고 배웠는데

않으면

니

이럴 수가 1

다른 한편으로는 니콜라슈킨 골목에서

안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수치스럽게

느껍니다

살지

우리들은 붉은

텍타이를 매고 다닙니다(공산단원입니다 )!L .. J
(육신농부 데랴빈 J)

(25) -

MO*eT 6bI Tb , 3TO

Ta K IlnR

BOT *HBY H HaXO*y, '1 TO He CTOHT
-

BOT OHO! BOT OHO! -

13) Sweetser(1990:103) 는 대조성

Te6R , HO He Iln꺼 Bcex. R TO*e llyMan , a

째 Tb

TOnbKO IlflR 3TOrO ,

-

CMeRCb , CKa3an CepnyxoBCKO Il. -

CKa3an

R

Jl: e

BpOHCK때.

Ha 'l an C

대립성의 개념이 본절적으로 내용이나 의미영역에서

의 관계가 아니라 화자의 인식적 측변의 판단 문제라고 지적한다. 결국 고대러시
아어의 화제표지로서의 *e 와 비교하여 현대러시아어의 화제표지 *e 에는 인식적 양

상성이라는 의미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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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o , 4TO jf CJIbl waJI lI pO TeÕjf , lI pO TBOll OTKa3 ... Pa3YMeeTCjf , jf TeÕjf O,1l0ÕpHJI.
Ho Ha Bce eCTb MaHepa. 11 jf
He TaK

,

,1lyMalO,

4TO caMbIll 1I0CTyllOK xopow , HO Tμ C,1l eJIaJI

KaK Ha ,1lO.
(TOJICTOll

,

"AHHa KapeHHHa>>)

“아마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네에게 그런 거야 나도
한때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살다보니 그것만을 위해 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겠어

브론스키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1- 웃으면서

세르푸홉스키가 말했다 -

자네에 관해， 자네의 거절에 관해 들은 것에서부터

난

이야기를 시작했어 ... 물

론 난 자네를 인정했지. 그러나 모든 것에는 방식이 있지， 난 자네 행동 그
자체는 좋았지만 그것을 제대로(해야 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톨스토이안나 카레니나~)

(26)

COH !I Bce KOJIeÕaJIaCb. Cep,1l11e ee cTy4aJIO. He CMeJIa KaK-TO OHa eMy

4HTaTb. n04TH C My4eHHeM CMOTpeJI OH Ha

“ HeC4aCTHYJO

nOMewaHHy lO"

-3a4eM BaM? Be ,1l b BbI He BepyeTe?.- npowell Ta JIa OHa THXO H KaK-TO 3a
nμXa !l Cb .

.ljHTall!

51

TaK x04yl -

HaCTaHBaJI OH

,-

4HTaJIa lte JIH3aBeTe.

(lIoCToeBcKI깨， "npeCTyllJIeHHe H HaKa3aHHe>>)

소냐는 계속 주저했다. 그녀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읽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거의 고통스럽게 “그 불행한 정신나간 여자”를 쳐
다보았다.
“왜 당신에게? 당신은 믿지 않는 게 분명하잖아요? .. "

그녀는 웬일인

지 숭을 헐떡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읽어 줘! 난 너무 바라고 있으니

그는 고집을 피웠다

리자베타에

게는 읽어주었잖아

(도스토옐스키죄와 별~)

(27) 51

.e Bac lI pHrJIaWa lO B HHTepecax õe ,1lHellwell pO，1lCTBeHH때bI Bawell , !I .e

npe ,1lCTaBJI!l1O BaM 1I0CHJIbHOe 1I 0 ,1l a !l HHe Moe B
cell4ac lI< e

,

lIJIaTHTe MHe

,1l eC !l Tb

pyõJIell , H BbI lte , TyT lI< e ,

3a Bce 3TO 1I0 ,1l0ÕHblM nocTyllKOM! HeT-c

,

3TO y ll< He-

XOpOWO-C!

(lIoCToeBcKI깨， "npecTyllJIeHHe H HaKa3aH꺼 e>>)

나는 당신의 가장 불쌍한 친척을 위해 당신을 부르고， 당신에게 내 힘이
닿는 대로 십 루블의 원조를 하는 것인데， 당신은 바로 여기서， 당장 이같은
행동으로 내게 갚는군요. 아니， 이것은 좋지 않소!
(도스토엠스키죄와 벌~)

위의 예문들에서 논쟁적 양상소사 *e 는 대조적 화제표지 기능과 달리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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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즉 소사가 속한 명제 전체가 그 의미적 범위에 포함된다. 논쟁적 *e 는
청자의 암묵적 혹은 명시적 발화에

대한 반론적 성격으로 대조적 혹은 대립

적 의미가 발화사건 참여자의 모순되는 견해 사이에서 발생한다. 앞서 논의되

었던 논쟁적 Be，llb 와 비교하여 이 소사는 유형 혹은 무형의， 즉 가정된

‘타자

의 발화’를 이의제기의 타켓이나 준거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대용어성이
현저하다.
대조적 화제표지의 *e 가 무표적으로 작용하는 레지스터가 문어체 혹은 중

립적 문체라면 논쟁적 양상소사 *e 는 대화체 구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는 점， 그리고 전자의 기능적 범위가 호스트인 화제로서 국부적 범위라 한다
면， 후자의 범위는 문장 전체로서 명제 단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능이 항상 상호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4)

더욱이 호스트의 선택에 있어서 소위 ‘논쟁적’ *e 도 ‘화제적’ *e 와 마찬가지로
대개 주어진 문장의 화제를 갖는다는 점에서 형태적 구별이 모호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흔히

이 두 기능을 전혀

다른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분류적 혹은

교수법적 목적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텍스트가 보여주는 실제의

언어현실과

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러시아어의

대조적 화제를 표지하는 소사 *e 의 기능과 논쟁적 양상소

사 *e 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e 의 다의미성， 다기
능성에 대해 그 하부의미(기능)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려는 시도가 단순 분류
적 접근에 압도당한 이유도 있으려니와 소사라는 종속어， 보조어는 다기능적，

다의적 복합체일 뿐 의미(기능)적 불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단하고 이
언어요소를 주변어나 고립어로 다루어 온 것에

기언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두 기능， 대조적 화제표지 기능과 논쟁적 기능이 실상 메타포적 의미관련성을

갖는다고 본다. 즉， 담화상의 서술사건 참여자 사이에서의 대조적 관계는 발
화사건 혹은 서술되는 발화사건 참여자로서 ‘원형적 (prototypicaD 화제’인 화
자와 청자간의 대립으로 메타포적 전사 (mapping) 혹은 투사 (projection) 가 이
루어 진다 (Chvany

14)

가령 위의 예문

1997).1 5)
(21)

혹은 (27) 에서 lI<e 는 대조적 화제를 표지하면서 동시에 논쟁적

의미를 띤다. 특히 예문 (2 1)은 대화체 구어에서 부분적으로 문어체적 요소， 가령

분사 (oóJJarOpOll<eHHaSl)와 도치된 어순과 같은 이질적 요소가 혼용되는 문체적 맥락
에서 대조적 화제의 기능과 논쟁적 의미의 lI<e 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 대 러 시 아어 양상소사 (Modal Particle) Bellb와 J: e

화제표지 :l<e 와 논쟁적 :l<e 는 그 대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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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점 혹은 비교대상을 모두 선

행담화에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대용어성이 주된 의미

기능의 하나라 하겠고 이는 앞서 논의된 Bellb 의 직시성과 대조된다. 화제표지
:l<e 는 선행담화에서 알려진 (known) 혹은 주어진 (given) 정보의 화제를 표지하

고 선행발화와 대조된다는 점에서， 논쟁적

:l< e

역시 반론의 대상이 되는 문맥

상의 혹은 맥락에서 가정된 타자의 말 혹은 타자화된 자신의 말을 전제로 한
다는 점에서 대용어성을 가진다. 기존의 이 소사에 관한 기술 역시 주로 청자
의 실제 혹은 암묵적 반대 견해에 관한 화자의 반론적인 범주적 단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간접적으로 대용어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l<e 를 사용
할

경우

청자의

현안

Paπot(1997) 등의 설명

관심사에

속한

역시 이 소사의

정보가

화자에

의해

부인된다는

대용어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청자의 현재관심사에 속하는 지식이 기본 직시소를
제외하고는 주로 근거리에서 선행한 발화가 주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l<e 가 담화 첫머리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앞서 논의된 Bellb
와 비교하여 다르다고 할 것이다.

앞서 예문 (1 3) 에서 주관적 양상성을 나타내는 소사 Bellb 가 보여준 결합양
상과 달리， :l<e 는 객관적

양상성에서의

단언성， 즉 사경부에서의

인식양상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아래의 (28) 에서 확인된다. 각 예문은 두 객관적 양상어의
의미적 충돌로 다소 어색하거나 거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발화로 판명된다 16)

(28) a. ?ne T.Sl :l:e , HasepHoe ,

y:!< e

npliexaJl s

MOCKSy.

15) 서술사건에서의 참여자간의 대립이 실제 혹은 서술된 발화사건에서의 참여자 대립
으로 메타포적 전사 혹은 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메타포적 다의어에 나타
나는 의미적 전사의 차원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령， Sweetser(1 990) 는

접속어 and, or, if 등에 관해 이들이 명제내용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서부터 인식적
차원이나 화행의 차원으로 메타포적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명제의미에서 화자 혹은 화용의 차원으로의 메타포적 의미기능 확대라 한다면， 위
에서

논의된

텍스트조직과 발화자간의

상호작용의

연관성은 화용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차원， 즉 담화(텍스트)차원과 화자 청자의 발화사건 차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의미의 투사라 할 것이다.

16)

예문 (28a)는 필자가 조사한 두 명의 모국어화자 모두 어색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중 한 명은 :l<e 다음에 휴지가 있다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28b) 와
(28c) 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났다.

힘들다는 부정적

반응이 강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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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타는 필시 이미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b.

*neTJI :c e , BepO Jl THO , y*e npHeXaJl B MOCKBy.

‘페랴는 아마 이미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c. *neTJI :c e Bp Jl a J1 H y:t< e npHeXaJl B MOCKBy.

‘페랴는 아직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리가 없다.’

위의

예문들에서

객관적

양상

즉 )((e 가 강조하는 명제의

객관적 사실성은

다양한 정도의 명제의 실현가능성을 나타내는 HaBepHo(e) , BepOjiTHO , Bpji21 JJH
같은 양상어와 결합할 때 의미적 충돌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더욱이

발생하여 화용적으로 어색해지거나

)((e 를 객관적

인식양상에 속하는 것으로 규

정할 때， 왜 이 소사가 범주적 단언성과 연관되어 다소 무례한 어감을 동반할
수 있는지 보다 쉽게 설명된다.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도 소사 )((e 가 진술문에서와 같이 담화 첫머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은 이 소사의 대조성과 대용어성을 시사하고 발화수반력의 강화
내지 화행의 의미 강조는 이 소사가 객관적 양상 혹은 사경부에서의 양상성

과 유관함을 시사한다. 의문과 명령의 양상 속에서의 )((e 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촉구의 의미는 청자가 화자의 기대에 벗어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즉
선행하는 실제 혹은 가정된 타자의 행위가 화자가 기대한 바와 다를 때 사용

된다는 점에서 평서문에서의 논쟁적 )((e 와 전혀

이질적인 의미범주에 속한다

고 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라.

(29) -

CT。에

3aKpHQaJl neTpHQKHA y:t< e yxOaHBmeMy BpOHCKOMy. -

BpaT

TBOA OCTaBHJI nHCbMO Te6e H 3anHcKy. nocToA , rae OHH?
BpOHCKHA OCTaHOBH Jl CJI.
-

Hy , rae :c e OHH?

-

rae OHH? BOT B qeM BOnpOC! -

npOBO aJI KBepxy OT HOCa
-

yKa3aTe Jl bH~M

na rOBOpH :c e , 3TO r Jl yno! -

npOrOBOpHJI TOp*eCTBeHHO neTpHQKHA

,

naJl bQeM.

y~6aJl cb CKa3a Jl BpOHCKHA.

(TO Jl CTOA , <<AHHa KapeHHHa>>)

“멈춰

페트리츠키는 이미 떠나버린 브론스키를 향해 소리쳤다 -

자

네 형이 자네한테 편지와 쪽지를 남겼어. 잠깐 멈춰， 그것들 어녔지?"

브론스키는 멈추었다.
“그것들이 도대체 어디 있지?"

“그것들이 어디

있냐구? 그것이 문제군

앞에서 위쪽으로 세우며 위엄스레 말했다.

페트리츠키는 집게손가락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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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말해!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미소를 지으며 브론스키가 말했다.

(툴스토이안나 카레니나~)

위의 예문에서 :l<e 가 동반하는 의문문과 명령문 모두 기대되는 청자의 행위，
즉 화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촉구하면서 나타

나는데 이는 발화사건 참여자 사이의 기대되는 화행과 실제 그 화행의 부재
사이의 대조， 대립이라 볼 수 있다. 의문이나 명령의 양상을 동반하는 이 소
사가 항상 위의

예문과 같이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반복된 화행이

나타나는 맥락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이전 담화맥락에서

언급된 혹은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수행할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점에서
그 대용어성이 암시된다 17) 이처럼 소사 :l<e 의 대용어성은 선행 발화나 행위가

담화상에서 혹은 화자의 가정 속에서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진술문에서와 마

찬가지로 다른 양상과 결합하더라도 이 소사의 불변적 의미특성으로 나타난

다.
앞서 명령의 양상은 Bellb 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없음을 앞서 지적하였는

데 화자의 발화명제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와 명령의 양상이 충돌하기 때문이
라 하였다. 또한 의문문과 Bellb 가 결합할 경우에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양상을
약화시켜 사실성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약화됨을 주장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의문문이나 명령문의 :l<e 는 실현되어야 하는 행위가 아직 실현되지

행위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기에 의문이나 명령의
점에서 Bellb 처럼

화자의 주관적

양상 자체를 강조한다는

인식양상이나 명제내용에

관되기보다 발화자체의

화행적 성격

고 할 수 있다 (Lyons

1977:749-750) ,

즉 사경부의

않아 그

객관적

대한 확신성과 연
양상성이

강조된다

결국 진술문에서의 이 소사의 의미기능

과 의문이나 명령에서의 이 소사의 의미기능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Bellb 와 :l<e 의 서로 다른 의미적 변별성이 공존하는 맥락을 다음 예문을 통
해 살펴보자. 아래 예문에서 두 소사는 의미적 중첩이나 수사적 강조로서 사
용된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의미적 특성을 독립적으로 실현시킨다.
(30) OH norn~lIen Ha Hee , H 3no6a , Bhlpa3HBma~c~ Ha ee nHue , Hcnyrana H

17)

예문 (29) 의 경우， rlle :l< e OHH? 는 앞서 타자의 발화 rlle OH띠를 준거점으로 삼아

대용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발화의 주체가 동일한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선행담화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해당하는 의문이나 명령의 화행이 나타
났었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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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HBHna ero. OH He nOHHMan TOrO , 4erO ero
OHa BHnena B HeM K ce6e CO ll< aneHHe , HO He
OHB He npOCTHT," - nOnYMan OH.
-

3TO y* aCHO! YlI< aCHO! -

JlI0

lI< anOCTb

60Bb.

K HeA pa3npall< ana ee.

"HeT, OHB HeHBBHllHT MeHJf.

npOrOBOpHn OH.

B 3TO BpeMl'I B npyroA KOMH aT e , BepO Jl THO ynaBmH , 3aKpH4an pe6eHOK. napb Jl
AneKcaHnpOBHa npHcnymanacb H nHQO ee Bnpyr CMJl r4HnOCb. OHa , BHnHM。’ onoMHHaJlaCb HeCKOnbKO ceKyHn , KaK 6b1 He 3Ha Jl, rne OHa H 4TO eA nenaTb , H
6b1 CTPO BCTaBmH , TpoHynacb K nBepH.
- "Oellb Æo6HT .e OHa MOerO pe6eHKa , ee nHQa npH KpHKe pe6eHKa , -

nOnyMan OH , 3aMeTHB H3MeHeHHe

MOerO pe6eHKa;

KBK *e OHB MO*eT HeHBBHlleTb

MeHJf ? γ

(TonCToA , <<AHHa KapeHHHa>>)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증오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그의

연민이 그녀를 화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닌 동정을 보았다. “아니얘
그녀는 날 미워해. 그녀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 öF."

-

그는 이 렇게 생각했

다.
“이것은 최악이군!"

그는 말했다.

이 때 다른 방에서 아마도 아기가 (어딘가에서) 념어져 울기 시작했다. 다
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얼굴빛은 별안간 부드러워졌
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듯
생각에 잠겼고 곧 일어나 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명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있군 얼굴에

그는 아이 울음소리에 그녀의

나타난 변화를 눈치채고 생각했다 -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찌 그녀자 날 미웨할 수 있겠어?"
(툴스토이안나 카레니나~， 이탤릭-팔자)

위 예문에서 Bellb 는 화자가 목격한 상황적 사실， 즉 다리야 알렉산드로브나

가 화자 자신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화
자의 아이를 사랑하고 나아가 자신도 사랑할 거라는 추론을 사실로서 전제함
을 신호한다. 이때 소사 Bellb 는 시각적 경험에 의존한 지식을 기초로 추론한
가정을 마치

전제된 사실로서

스스로에게

제시하는데 사용된다. ‘그녀가 날

사랑한다’는 추론적 지식은 비록 화자가 목격한 사실에 기초한 자신의 추론이

지만 발화상황에서 시각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시된다는 점
에서 이 소사가 함의하는 직시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사 lI<e 는 선행담화에서
나타나는 화자 자신의 가정

즉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

(HeT , OHa HeHaBH마lT MeHJI. OHa He npOCTHT)" 이 라는 생 각에 대 한 반론적 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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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는데

그것은 후행담화에서

보듯이

그녀가 화자의

아이를 사랑한다변

“화자 자신도 미워할 수 없을 것 (KaK :!<e OHa Mo:!<eT HeHaB IlLleTb MeHJI?)" 이라는
자신의

처음 생각과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기

대용어성， 타자 혹은 자신의 선행 발화(생각)에

때문이다. 이로써

이 소사의

대한 반론적 기능이

잘 나타

난다.
BeLlb 를 주관적 인식양상， :!<e 를 객관적 인식양상의 문제라고 규정하면， 드물
지 않은 BeLlb 와 :!<e 의 결합이 단지 동의어관계의 두 소사의

비경제적인 잉여

적 사용， 의미적 강조라고만 단정할 수 없음을 알게된다. 더욱이 이 두 소사
의 상대적 위치는 임의적이지 않은데， 특히 소사 Be Llb 가 :!<e 보다 넓은 양상적
의미의 범위를 갖고 이것의 도상적 반영이 어순의 제약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 아래 예문 (31) 에서 :!<e 는 전접사(Enclitic) 로서 그 호스트 (host) <il
TbI 와 동떨어져 위치할 수 없지만 Be Llb 는 문두， 문미， 혹은 중간에 모두 위치
할 수 있고 때로는 접사가 아닌 독립적 운율을 보이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를 점한다.1 8 ) 비록 소사 Be Llb 와 :!<e 의

의미가 작용하는 범위가

그것이 속한 절이나 문장 전체라고 알려져 왔지만 양상적 의미가 작용하는 범

위 에 서 는 주관적 양상성 이 객 관적 양상성 보다 더 광범 위 하고 (Lyons

1977:808) ,

이것의 반영이 상대적 어순의 제약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1)

*Tb!

øellb ze 3Ha Jl

Tb! ze øellb 3HaJl
Bellb Tμ ze 3Ha Jl

[. .. ]

[...J
[...J

‘너 분명 알았잖아 [' ..J’

이처럼 두 소사의 공존에 관해 그 비잉여성과 상대적 위치의
서 논의된 BeLlb 의

직시성과 :!<e 의 대용어성， BeLlb 의 주관적

제약은 위에

양상성과 :!<e 의

객

관적 양상성이라는 변별기준을 적용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19)

18)

소사 sellb 가 문장에서 자유로운 위치를 점한다는 예로서 다음을 보라:
HalleHb TënJly~ manKy --

Bepb ymH 3aMëp3HyT / ymH Bepb 3aMëp3HyT / ymH 3aMëpBePb(Vasilyeva 1972:53).
19) 비록 본 논문에서는 어휘적 결합의 lI<e , 즉 동일성을 나타내는 TOT lI< e( Ta lI<e..) 혹은 반
3HyT

복의 의미를 갖는

lI< e

등을 다루지 않았지만 이들 대부분 대용어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상적 의미 이외의 이 소사의 모든 사용 맥락에서 lI<e가 대용어성의
의미자질을 불변체로 가진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 밖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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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소사 lI<e 는 담화를 대조적 화제에 따라 조직화하는 담화기능과 그
것의 메타포적
화용적

확장으로서 발화사건에서 참여자간의 논쟁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lI<e 의

대조적

대립을 나타내는

화제표지기능과 타자의

발화에 대한 반론이라는 화행 사이의 연관성은 서술사건 참여자간의 대조， 대
럽의 관계가 발화사건 참여자간의 대조

대립의 관계로의 메타포적 투사의 결

과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의문문이나 명령문에
화용적
에서

기능 역시

대조성， 대용어성， 객관적

대조적 화제의

lI< e ,

나타나는 소사 lI<e 의

의미，

양상성의 강화와 연관된다는 점

그리고 논쟁적 lI<e 와 그 의미， 화용적 불변체를 공유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결론

논쟁적 성격의 강약， 혹은 화자의 청자의 지식상태에 관한 추론의 다른 양
상， 혹은 예의바름의 유무로 구별되던 BeJlb 와 lI<e 는 전자의 경우， 어원적 측면

에서의 메타포적 전이， 후자의 경우， 담화조직 차원에서의 서술사건 참여자들
사이의
적

대립에서

화행적

차원에서

전사가 일어나고 이로써

발화사건 참여자 사이의

메타포가 두 소사의

다의성에 내재된 기본 원리

임을 보였다. 펼자는 본 연구를 통해 이 두 소사의
인식양상성과 lI<e 의

객관적 인식양상성

대립으로 메타포

변별성이 Be Jlb 의 주관적

그리고 전자의 직시성과 후자의

대용

어성에 있음을 보이고자 시도했다. 소사 Be Jlb 가 명제내용의 사실성 혹은 인식
적 필연성을 전제하며

청자를 화자의 발화공간으로 초대하여 서숨사건이 발

화사건과 실제로 혹은 가정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함의한다면， lI<e 는 대조，

대럽의 의미를 의미적 불변체로 가지면서 선행 담화나 실제 혹은 가정된 타
자의

말을 준거점으로 그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대용어적

성격을 갖는다. 이

두 소사의 이같은 변별성은 Be Jlb 의 예의바름이나 lI<e 의 공격성， 강한 논쟁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나아가 두 소사의

공존과 상대적

위치의

제약에

대해서도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해준다. ‘논쟁성’은 결국 소사 lI<e 의 불변의미로 볼 수 있

는 반면， 소사 Be Jlb 에 대해서는 맥락의존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소사의 의미론은 궁극적으로는 그 화용론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이 언어 요
소가 화자의 담화의도나 전략에 의해 민감하게 조종될 수 있음을 말한다. 소

현 대 러 시 아어 양상소사 (Modal Particlel Bellb 2!- Ze

사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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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거나 함의하는 지식을 함축적， 암묵적으로 나타내기

때문

에 그 번역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담화전략적 가치가 높다. 텍스트의 섬세하
고 자세한 읽기를 위해 잉여적이고 비경제적으로 보이는 이 소사라는 품사의
의미， 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불가결함을 다음 예를 통해 보도록 하자.

(32) Bellb

1I

Ax , aa ,

-

BaM aO JI:I<eH!"

HerpOMKO BCKpH 'I aJl TIHJlaT,

-

1I

øellb COBceM H 3a5μJ1!

,

rOCTb H3yMH Jl ClI,
-

TIpaBo , npoKypaTop , BbI MHe HH 'I erO He aO JI:I<H bI ,

-

Hy , KaK

)J( e

HeT! TIpH Bbe3ae MoeM B Epma Jl aHM , nOMHHTe , TO Jlna H때HX .. ,

eme XOTe Jl mB잉pHyTb HM aeHbrH , a y MeHlI He 5bI.JI 0 , H

1I

1I

B311 J1

Y Bac ,

o npoKypaTop , 3TO KaKall-HH5yab 5e3ae JlH~a!
-

H 0

5e3aeJlH~e

Haane )J( HT nOMHHTb ,
(5yJl raKOB , <<MaCTep H MaprapH Ta>>)

"O} , 그렇지

크지

않은 소리로 빌라도가 소리쳤다

완전히

잊었었

군! 내가 자네에게 벚진 것이 있잖소! .. ,
손님은 깜짝 놀랐다
“총독님， 각하는 제게 아무 빚도 없습니다”

“어떻게 없다고 하는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기억하나?， 가난한 군중

이 .. , 난 그들에게 돈을 더 던져주고 싶었는데 난 돈이 없어 자네에게 빌렸었
지
“오， 총독님， 그것은 별 것 아닌 사소한 일인데요!"

“별 것 아닌 사소한 것도 기억할 펼요가 있지
(불가코프거장과 마르가리타~)

위

예문은 빌라도 총독과 손님(비밀호위대장)간의 대화부분으로 총독이 실

제 빌린 돈을 갚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

추후 밝혀지듯이

-

돈을 주면서

살인 청탁을 하는 장면이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이처럼 표면적 외연과 다른

극도의 은밀하고 사적인 대화적 함축을 통해 소통되어진다. 실제 위의 담화는
상호적 ‘대화’라기 보다는 총독의 지시와 호위대장의 이해와 호응이라는 방식
으로 총독의 일방적 모의가 손님에게 전달됨을 보인다. 위 예문 첫 번째 Bellb
는 그 직시성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명제의 사실성이

전제되기보다 발화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마치 발화상황에 존재하는 것처럼 제시된다. 이는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면서 새로운 담화화제를 제공하는 예비적 단계로서 새로운
주제의 담화의 시작으로서 적합하다. 두 번째의 Bellb 는 사설성의 전제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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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총독에

의해

전략적으로 활용되면서

청자에서

공모의 올가미를 씌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 총독이 말하는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일화는 전
체 맥락상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소사에 내

재된 사실의 전제라는 의미는 호위대장이 총독 자신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
게 하여 그를 자신의 음모로 끌어들이는데 기여한다. 이처럼 담화전략적으로
활용된 사실성의 전제는 청자를 화자와 공동운명체로 엮이게 하고 공모자로
끌어들인다. Bellb 에 내재된 직시성과 주관적 인식 양상이 이 비밀스러운 대화
에 적합한 것은， 빌라도 총독이 자신의 의도를 호위대장에게 암시하논데 있어
반론적인 실제 혹은 가정된 타자의 말에 대한 지시 (reference) 와 대립된 의견
의 강조가 펼요한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과 발화맥락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믿음이나 확신에 대한 정보를 청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위

의

대화에서 만약 Bellb 를 )!(e 로 대치한다면 은밀한 공모의 효과는 감소하고

대신

청자의

말이나 생각에

대한 지시성과 그것에

대한 반론적

대립의미가

강화되어 대화 전체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소사의 사용이 객
관적 전제나 함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담화전략에 의해 가정되거

나 위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사의 의미， 화용적 기능은 궁극적으로 화자의
거시적인 담화계획에 종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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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al Particles
-

Ved' and Zhe in Modem Russian

Their Metaphoric Polysemy and Semantic Invariants

Song , Eun-Ji
The study investigates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so-called
"argumentative" mod머 particles ved' and 2he , based on their attestations
in modem Russian literary narrative texts. Previous studies characterize
the particle ved' as employed for strong argumentations and categorical
assertions with an aggressive tone in close interlocutor relationship ,
whereas 2he as employed for gentle and polite argumentations with a
persuasive tone. Although the previous studies provide detailed descriptions
of contextually variable meanings of these particles , they fail to present
semantic interrelations among these contextually variable meanings and
semantic invariants of the given particles. More rigorous analyses of the
given paπicles are found in recent cognitive explanations in terms of the
speaker' s inference pattems , utilizing Yokoyama (l 986) ’ s Transactional
Discourse Model( TDM). Although explanatory , this TDM-based cognitive
approach is eclectic or ad hoc and cannot adequately deal with the
sentences including both ved' and 2he.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the principles operating in the polysemy
of the given particles and the distinctive semantic invariants of the
apparently synonymic modal particles under investigation. The study
reveals that metaphor plays a great role in semantics of the particles: the
core semantic features of ved' originate from its etymology , namely verbs
of cognition( ’to know') and vision( ’ to see') , while those of 2he originate
from an isomorphic discourse-functional mapping from the textual level to
the speech ac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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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pisternic modality of ved' 따ises from the factive meaning or the
modal meaning of episternic necessity , presupposed by its etymology. The
argumentative modal meaning of modem Russian 2he 뼈ses from its
contrastive or oppositionalkonfrontationaD meaning of its topic-marking
function , which used to be omnipresent and consistent in Old Russian
literary texts. Thus, both ved' and 2he show episternic modality, and yet
on different levels: the former in the subjective neustic part( ’ 1 say so ’),
whereas the latter in the objective tropic part( ’ it is so ’). Thus the
co-existence of the two particles is not merely emphatic or redundant, and
the relative ordering of these particles reflects their distinct semantic
scopes. Further, the study sheds light on major differences in their
referential functions: ved' entails deictic meaning , whereas 2he anaphoric.
For the particle ved', the narrated event tends to be presented as if visible
in the given speech event and does not necessarily presuppose referents in
the previous discourse, whereas for the particle 2he the co-text or
previous discourse contains explicitly or implicitly other ’ s(or one ’ s own)
speech as a referenc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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